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중학교! 꿈을 키우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우듬지 교육공동체
가정통신문 2021–151호
우-12417

담 당
교육연구부 홍성혜
☎ 580-3014
http://gapyong.ms.kr

겨울방학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신청안내

경기도 가평군·읍 광장로 10

☎ 580-3000(교무실)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병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해소하고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기 중에 운영되었던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른 맞춤형 학습 보충 프로
그램을 겨울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증진을 위해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아래 운영 내용을 확인하시고, 1월 4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꼭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익자 부담금 없음.

2021. 12. 31.

가 평 중 학 교 장
--------------------------------------절 취 선------------------------------------

(

)학년 (

)반 (

학생 연락처: (

)번 학생:

(인)

) 학부모:

(인)

<겨울 방학 교과 보충 집중 프로그램>
※ 일자와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

학년

1

2

운영 교과

내용
1학년 과정 복습

1.17.~21.(5일) 9:20~10:50

영어 심화반

1학년 과정 심화

1.17.~21.(5일) 11:00~12:30

영어교
과교실

체육 심화반

교과 실기 심화보충, 개별지도

1.12.~28.(중 10일) 13:30~15:00

체육관

국어 문법 및 문학기초반

문법 기초다지기, 문학작품 분석

1.17.~21.(5일) 9:20~10:50

국어 문법 및 문학기초반

문법 심화, 문학작품 분석 문제풀이

1.17.~21.(5일) 11:00~12:30

교과실시 심화 보충, 개별지도

1.12.~25.(10일) 13:30~15:00

체육관

1.12.~26.(11일) 12:15~13:00

미술실
2-3

체육 심화반

교과실기 심화 보충, 개별지도,

특수
학급
Wee
class

장소

영어 기초반

미술심화반(방과후연계) 체험학습

3

날짜

과학 기초반

과학실험 및 개별 지도와 심화학습

1.12.~19.(6일) 10:00~12:15

국어 문학뽀개기 심화반

단편소설 30편 읽고 심화 문제 풀이

1.12.~25.(10일) 9:20~10:50

국어 문학뽀개기 기본반

단편소설 30편 읽고 기본 문제 풀이

1.12.~25.(10일) 11:00~12:30

수학 기초반

중학교 내용 복습

1.12.~25.(10일) 9:20~10:50

수학 심화반

중학교 내용 복습, 심화 문제 풀이

1.12.~25.(10일) 11:00~12:30

가정 심화반

실습, 패션의 역사, 가족단원 심화

1.12.~18.(5일) 10:00~12:15

기초학습 적용반

국어, 수학교과와 요리실습 연계수업

1.17.~21.(5일) 9:30~11:45

MBTI와 타로카드로
심리학 맛보기

자아탐색 프로그램, 교양심리학 기초

1.12.~25.(중 5일) 1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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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희망
여부

1-2

1-3
1-4
1-5
특수반,
특수학급 학생
상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