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2021학년도 겨울방학 계획서

2021. 12. 30.

고양제일중학교

겨울방학 중 학생생활 유의사항
◎ 방 학 기 간 : 12월 31일 (금 ) ~ 2월 3일 (목 )
◎ 개 학 일 :

2월

4일 (금 ) 09:00까 지 등 교

1.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방학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한 방학·휴
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 건강

○ (건강) 건강을 위해, 한적한 야외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 조깅,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줄넘기 등
○ (안전)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밀폐·밀집·밀집 시설 등* 가지 않기
* pc방, 노래방,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 코로나 안전 수칙

3행(行) : 반드시 실천
○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하기
- ▵코·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 자주 손 씻기(손소독제 이용 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사람 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3금(禁) : 반드시 피하기
○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
사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알리기 * 학생 → 담임교사, 교직
원 → 복무담당자
○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2. 안전사고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합니다.(학교폭력예방)
◇ 사이버폭력예방
가. 카카오톡을 통한 사이버 폭력 및 사이버 따돌림을 하지 않습니다.
나. 사이버상 욕설이나 비난의 글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습니다.
다. 사이버 폭력 시 대응하지 않고 바로 증거자료 사진 캡쳐 후 나옵니다.
라. 낯선 사람들과 SNS 교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 중독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가. 흡연, 음주 등 청소년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온라인 게임이나, 무분별한 채팅에 중독되지 않도록, 인터넷은 계획을 세워 사용합니다.
◇ 교통안전예방
가. 짧은 횡단보도 무단으로 건너지 않습니다.
나. 이륜차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은 의무입니다.
다.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뒤에 탑승하지 않습니다.

◇ 겨울철 안전
가. 추운 겨울 위험한 곳에서 빙판 놀이를 삼갑니다.(공릉천 등)
나. 하천, 호수 등의 얼음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 겨울 스포츠를 할 때는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합니다.
라. 가급적 여행을 줄이고 그에 따른 안전 지식을 숙지하여 가족 동반 여행 준비를 합니다.

◇ 성폭력예방
가.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아파트 승강기에 동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112나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117로
즉시 연락합니다.

3. 유해업소 및 유해 매체물과 접촉하지 맙시다.
가.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에 노래방,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PC방 등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나. 빈 컨테이너나 폐가, 비닐하우스 등 빈 건물에 절대 출입하지 않습니다.
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밤늦은 시간에 거리를 배회하지 맙시다. 6시 꼭 귀가합니다.

4. 건전한 취미 활동을 권장합니다.
5. 학생 스스로 독자적인 생활 계획을 세웁니다.
가. 학습활동, 취미 활동, 독서 활동 등의 일일 생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합니다.
나. 외출 시는 부모님께 사전 허락을 받고 목적지를 알려드립니다.
다. 원거리 또는 장기 여행 시 학교에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합니다.

6. 기타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학교와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합니다.
교무실 : (031) 969 - 8072 ~ 4, 행정실 : (031) 962 - 8392
학교폭력 전화신고 117, 고충신고 · 상담전화 1588-7179

2021학년도 겨울방학 과제
1학년

2학년

3학년

2학년 국어 교과서

고등학교 과정을 준비하기

배운 내용 복습하기

위해 방학 과제 없음.

수학 관련 책 1권을 읽고

수학 관련 책 1권을 읽고

수학 관련 책 1권 읽고

독서기록장에 기록하기

독서기록장에 기록하기

독서기록장에 기록하기

과목

독서기록장의 중학생
국어

추천도서 중 1권을 읽고,
독서기록장에 기록하기.

수학

영어 원서 한권 읽고 독서록
제출하기
영어

(양식은 국어 독서록과 동일),

자신의 수준에 맞는 영어 원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을 소개

서 3권 읽고 독후감 제출

하는 소개글 쓰기

(독서록 양식은 국어와 같음)

(8과 참고하여 10문장 내외이며

학업성취도평가 영어 영역
풀고 채점하기
(학교 홈페이지>학습마당>
3학년 영어)

주제는 자유)

체육

스텝박스 12가지 동작 연습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코어 근육 증가 동작
매일 10분씩 하기
https://youtu.be/hJuO1AUqLUc

1. 스크래치
https://scratch.mit.edu/

정보

2. 마이크로비트
https://microbit.org/ko/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체험하기

비고

메 모

매일 15분씩 심폐지구력을
위한 행동하기
https://youtu.be/Msc4VBY1yB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