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 방학 안내

1. 방학계획을 알차게 세웁시다!

* 방학기간:2022.01.01.(토)~2022.02.28.(토) (59일간)

* 시업식·입학식 :2022년 3월 2일(수) 

2. 방학 중 건강생활

  - 코로나19 예방수칙 잘 지키기

  - 젖은 양말 갈아 신기 

  - 날씨를 고려하여 장갑, 모자 활용하기

3. 방학 중 안전생활

  - 부모님과 함께 빙상놀이하기

  - 빙판 위에 들어가지 않기(저수지, 계곡)

  - 준비운동 후 야외놀이하기

  - 횡단 보도에서 신호등 지키기

  - 위험한 곳(공사장, 결빙지역)에 가지 않기

  - 전기 난방시설 안전하게 이용하기

  - 외출 시 부모님께 비상 연락처, 장소 등 알리기

  - 걸으면서 휴대폰 보지 않기

  - 화재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  

    로 대피하기

  - 화재신고는 119

 4. 도서관 운영 :  학교공사로 인해 미운영

 5. 돌봄교실 운영 : 학교공사로 인해 미운영

 6. 2022학년도 학급 배정 안내 : 2022.2.21. 모바일 문자

 7. 방학 중 학교공사 일정 안내

   *석면해체공사 : 2021년 12월 31일~2022년 1월 14일

   *교실 기타 공사 : 2022년 1월 17일~2월 25일까지

     -천장텍스 공사, led 전등교체, 냉난방기교체:해당  

      교실 

*방학 중 비상연락*

1. 학교 대표전화: 070-7099-5787

2. 학교 행정실: 070-7099-5805

3. 학교 교무실: 070-7099-5787

Wee클래스 사과&감사데이 행사

  2일 목요일에 각 학급에서 애플데이 행사를 실시하였

습니다. ‘애플데이’(Apple day)란 '학교폭력 대책 국민협

의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대

상으로 화해와 용서의 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정한 날

로 매년 10월 24일입니다. 24일은 둘(2)이 사(4)과하고 

화해하는 날로, 학교, 직장이나 가정에서 '나로 인해 마

음 아팠을 사람'에게 사과하고 그 징표로 사과를 보내자

는 뜻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면 등교에 맞

추어 사과데이를 변경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학기 때 Wee클래스에서 실시했던 

5, 6학년 또래상담자들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도 학생

들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엽서를 쓰고 포장

하고 배달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였습니다. 또한 부천덕

산초등학교 전교직원과 방역도우미, 교통(실버)도우미 

어르신들께도 한분 한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작은 정성

(사과쿠키)을 전해드렸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즐거운 책 놀이 수업을 진행하였

습니다. 이 수업은 초등성장디딤돌 예산 지원 사업의 일

환으로 저학년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하고 책 읽는 즐거

움을 갖도록 진행된 수업입니다. 1, 2학년 학생들에게 

주 2회 총 6시간 외부 강사 선생님의 수업으로 진행되

고 있으며,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 주는 동안에는 숨소리

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책 속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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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感. 知. 創이 조화로운 꿈. 빛 교육으로 글로벌 리더 육성

1, 2학년 즐거운 책 놀이 수업 실시



  

  23일(목) 오후 2시부터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1학년으로 입학할 학생들과 학부

모님이 함께 오셔서 학교 생활에 대한 설레임이 가득했

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

해드렸습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것에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할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부

천덕산초의 예비소집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월에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2021학년도 종업식  

  31일(금)에는 1~5학년의 종업식이 있었습니다. 각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한 학년을 마무리하였습

니다. 9시에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으로 방학을 

생활 계획을 알차게 세우고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

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내일을 위한 설계의 

기간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1년간 함께

한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한 해를 위한 다짐의 뜻을 보였습니다. 종업식

은 각 반 교실에서 1, 2교시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방

학 중 안전지도와 생활 계획에 대해 미리 세워 보았으

며, 생활통지표를 받은 후 귀가하였습니다.

   

  제 32회 졸업식  

  제 32회 부천덕산초등학교 졸업식이 12월 31일에 실

시하였습니다. 학교에 다닌 지 어느덧 6년, 이제는 정들

었던 부천덕산 교정을 떠나 더 높은 곳을 향해 졸업을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을 참여해 

주셨고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주셨습니다.

 

  1. 일시 : 2021년 12월 31일(금) 10:00 

  2. 장소 : 학생 각교실(부모님 각가정)

  3. 방법 : 비대면(Zoom 영상)

  4. 대상 : 졸업생 121명 (남59, 여62)

신입생 예비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