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방학 중 학생이 지켜야 할 사항

1. 방학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2021년 5월 5일(수) 5일간 (학교장 재량휴업일: 5월 3, 4일)
2. 개 학 일 : 2021년 5월 6일 (목요일)
3. 등교일정
5월 6일 (목)

등교 학년: 2학년 (원격수업 학년: 1, 3학년)

5월 7일 (금)

등교 학년: 1학년 (원격수업 학년: 2, 3학년)

4. 방학 중 지켜야 할 사항
1) 능률적인 생활 계획표를 작성하여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생활한다.
2) 부과된 과제물은 방학 중에 완결하여 개학날 담당 선생님께 제출한다.
3) 캠핑, 기타 여행 시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수칙을 지키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학교에 연락한다.
4) 장거리 여행 시 반드시 사전에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신고한다.
5) 교통안전에 항상 유의한다.
6) 폭력이나 금품갈취 등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학교에 연락하고 피해 상황을 담임
선생님이나 본교 학생생활인권부에 연락을 취한다.
7) 오토바이를 절대 탑승하지 않으며, 자전거를 대로에서 타지 않는다.
8)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노래방, PC방 등의 출입을 지양한다.
☎ 신현중학교 : 031-724-3700

담임 선생님 연락처 :

5. 코로나19 예방수칙
국민 예방수칙

유증상자 예방수칙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2.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3.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4.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5.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6.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4.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5.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
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방학 중 불법캠프 근절 안내
1. 대학교, 기타 숙박시설을 갖춘 연수시설 등을 이용하여 봄방학 기간 중 실시하는 고액 영어 또는
자기주도학습 캠프 등을 이용할 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불법 여부를 확인 후 참여합니다.
2. 학원비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소운영자, 개인과외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 등록한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홈페이지(http://north.goe.go.kr, 학원(교습소)정보공개)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App)에서 확인
3. 교습비등 납부 후 반드시 교습비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4.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고, 불법․고액 과외를 예방하고 「사이버신고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사례가 있을 경우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또는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도교육청북부청사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사이버신고함→05불법학원신고/06불법과외신고
□ 교육청 전화번호
◦ 경기도교육청 : (031) 820-0542~5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031) 760-4081

방학 과제

학년

과제

1,2,3 1. 학교 추천 도서나 교과 관련 도서를 읽고 독서기록장 작성
공통 2. 한글/영어 타자연습하기
★독서기록장 작성 후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제출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