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중학교! 꿈을 키우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우듬지 교육공동체

담당
가정통신문 2021-154호 겨울방학 학생생활 안내 안전생활교육부 강성종
☎ 580-3013
우-12417 경기도 가평군·읍 광장로 10
☎ 580-3000(교무실)
http://gapyong.ms.kr
산천이 눈으로 덮인 계절에 자녀 교육과 코로나 19로 인해 노심초사하시는 학부모님의 노고에 감
사를 드리며 댁내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겨울 방학 중 귀 자녀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학력 신장, 그리고 생활 지도상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 겨울 방학 기간은

2022. 1. 12.(수) ~ 2022. 2. 28.(월)까지 48일간으로 자녀

들이 계획적인 생활로 뜻깊고 보람 있는 방학이 되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둘

째 : 귀 자녀들의 겨울철 빙판 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지도와 부모의 허락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노래방 및 유흥업소 출입을 하여 탈선을 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셋

째 : 특히 미성년자들이 취업할 수 없는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취업을 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학교에서 엄중 지도할 계획이오니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 취업 지도(아르바이트)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음란물,
약물 흡입, 흡연, 음주 등에 의한 불건전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넷

째 : 각 가정에서는 긴 겨울 방학 중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방학 과제와 예습ㆍ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으며, 필독 도서를 많이 읽어 새 학기를 대비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 자녀들이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개인 위생 수칙 준수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여섯째 :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자녀와 함께 문화 유적지 및 박물관 등을 견학하는 시간 등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견문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 최근 여론화 되고 있는 학원 폭력 예방 차원에서 각 가정에서는 귀댁의 자녀가 불량
학생들과 어울려 자주 모이거나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바랍니다.
(밤 10시 이전 귀가)
끝으로 귀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이 긴밀하고도 지속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학교 전화 번호 : 교무실 031-580-3000) 그리고

개학일은 3월 2일(수) 입니다.
학부모님의 가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1일

가평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