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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되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담당: 민주시민교육부
배움을 즐기는 어린이
서로 어울리는 어린이
문화로 공감하는 어린이
477-853 가평군 설악면 신천중앙로 120-11 ☎ 교무실 584-7708, 행정실 584-2953, FAX 584-7316

미원/위곡/장락 통신

코로나 19로 인한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 생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수도권 지역 내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강화된 2단계 조치에 따라 8월
26일(수) - 9월 11일(금) 기간 동안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격수업 기간
중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와 관련된 각종 안전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생활약속을 안내하오니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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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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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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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나이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가급적 9시 이전까지 완료 바람)
가급적 외출 자제(외출 시 꼭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손소독 생활화)
다중 이용시설(불특정 다수 이용 PC방, 만화방, 노래방 등) 이용 출입 자제
기침 예절 지키기(기침,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긴급돌봄교실 외에 불필요한 학교 방문 자제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 방문 및 집회나 모임 등 다수가 모이는 곳 참여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시 보건소, 콜센터(1339)로 문의 후 진료 받기
- 감염 또는 확진 시 학교(교무실 또는 담임교사)로 통보

■ 담임선생님의 안내를 토대로 자기 주도적 학습하기
-온라인: e학습터(교과서 정리), ZOOM, EBS, 영어 리딩게이트 등을 활용
(온라인 학습 시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준수!)
-오프라인: 운동, 독서, 그림, 종이접기, 음악감상, 블록이나 보드게임 등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 즐기기 (온라인 학습을 제외하고는 스마트기기에서 멀어지기!!)
-주간학습안내장과 알림장을 매일매일 꼭 확인하기
■ 스스로 생활계획을 세워 규칙적이고 짜임새 있게 활동하기
■ 존중과 배려를 통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노력
- 나&너&우리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존중과 배려 실천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습관(규칙) 및 사이버 예절 실천
-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어린이에게 유해한 사이트는 사전 차단!)
-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교육 사이트(http://doran.edunet.net) 활용
- 학교폭력 문제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 전화 상담 및 신고 서비스 (117)
■ 코로나 19와 관련한 인권 침해 예방
- SNS 등을 이용한 혐오 표현하지 않기
- 코로나 19 확진자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
- 코로나 19 관련 가짜 정보 유포 등 사이버폭력 예방
■
■
■
■
■
■
■
■

교통안전규칙-횡단보도 보행, 초록불 신호에 건너기, 안전벨트 착용 등
성폭력(성추행), 어린이유괴∙실종 예방-낯선 사람 조심, 외출 시 부모님께 허락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탈 때 반드시 보호 장구 착용
불조심! 화재 예방-혼자서 가스불 사용하지 않기, 전열 기구 전원 확인
건강하고 안전한 놀이 문화 형성-위험한 장난(장난감) 하지 않기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 및 청소년 유해 업소 출입 금지
바르고 고운 말 사용,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인사 잘하기, 에너지 절약 등
학생에게 사고나 사안 발생 시 곧바로 학교(교무실 또는 담임교사)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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