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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방학 중에 꼭 지킬 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되는 가운데에서도 일년을 무사히 마무
리할 수 있게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기 동안 열심히 학교생활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체력
을 보충하여 새롭게 시작할 중학교 생
활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뜻있
고 보람있는 마지막 초등학교 겨울방
학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키기
에너지 절약 실천하기
외출할 때는 부모님 허락 꼭 받기
교통 규칙 지키기
자전거탈 때 보호 장비 착용하기
겨울철 놀이할 때, 위험한 곳 가지
말기(살얼음판 주의)
인터넷, 휴대폰 예절 지키기
비상연락

․

2022년 1월 5일 6학년 담임 드림

학교전화: 031-282-2770

권 장 과 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책 읽고 진로 고민하기
1인 1운동 꾸준히 하기 (줄넘기, 배드민턴 등)
초등학교 교과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공부하기
교육방송 시청하기

- 2022년 1월 3일(월) ~ 2022년 2월 13일(일) EBS PLUS2와 지상파 EBS 2TV에서 방송됩니다.
- 주간마다 편성시간이 다르므로 EBS홈페이지나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EBS 2TV
14:40-15:00
EBS플러스2
15:10 - 15: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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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금
대체
프로그램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차 탈 때 안전벨트를 착용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다니지 않겠습니다.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탈 때는 안전 보호 장구를 갖추겠습니다.

안

전
전

▷겨울철놀이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고 안전하게 놀겠습니다.
▷도로 및 공사장 등 위험한 곳에서는 놀지 않겠습니다.
▷실종 및 성폭력 예방방법을 알고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성냥, 라이터 등으로 불장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식습관, 양치, 일찍 잠자기 등)을 실천하겠습니다.
▷인터넷과 게임은 정해진 시간만 하겠습니다.

건

강
강

▷음식을 골고루 먹되 불량식품은 먹지 않고 유통기한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루 세 번 이상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양치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가족 간에 사이좋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곱고 예쁜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예절․절약

▷학용품을 아껴 쓰겠습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로 유지하고 전기를 아껴 쓰겠습니다.
▷바른 소비생활로 자원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스스로가 정하여 규칙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성

실
실

▷폭력적․선정적인 만화 및 동영상 시청, 인터넷 게임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예절을 지켜 사용하겠습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공부가 학생의 본분임을 알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

습
습

▷일기쓰기를 꾸준히 실천하여 나의 역사를 기록하겠습니다.
▷독서를 생활화하여 지혜로운 눈을 더욱 밝게 하겠습니다.
▷나의 장래희망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진로를 준비하겠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다짐
인터넷 중독 예방법

우리들의 약속

1. ( 할 일이 있을 때만 ) 컴퓨터를 켠다.

1. 온라인 속의 나도 멋지게 만들자.

2.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시간)을 정해 꼭 지킨다.

2. 가상공간에서 만난 사람도 존중한다.

3. ( 공부 )에만 사용하고 ( 게임 )시간을 줄인다.

3.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는 퍼뜨리지 않는다.

4. 컴퓨터는 (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5. 한번에 ( 오랜 시간 )을 사용하지 않는다.
6. 게임을 대신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는다.

4. 채팅으로 처음 만난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는다.
5. 악의적인 댓글은 절대 금지!
6.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잠은 (정해진 시간)에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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