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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70-7099-0874 

  학부모님께,

  2022 임인년 새해에도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종업식 및 동계 방학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동계 방학 동안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종업식 : 2022. 1. 11.(화)

  ◦ 1교시 : 교과수업

  ◦ 2교시 : 교과수업

  ◦ 3교시 : 종업식(2학년-학급별로 ZOOM으로 실시, 1학년-학급별로 교실에서 실시)

2. 학교 생활통지표 배부 : 2학년은 10일(월), 1학년은 11일(화)에 배부

                          1월 11일(화)부터 「NEIS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3. 방학 기간 : 2022년 1월 12일(수) ~ 2월 28일(월)까지(48일)

4. 개학일 : 2022년 3월 2일(수) 08:50까지 새 학년 교실로 입실

            (준비물 – 필기도구, 교과서를 담을 보조 가방, 실내화, 여분 마스크, 개인 물 등)

5. 2022학년도 새 학년 반 편성 및 임시 시간표 안내 : 2022. 2. 24.(목) 14시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6. 동계 방학 가정생활 중점 지도 사항

  가. 방학 중 자녀들의 생활계획표를 점검하시고 새 학년을 대비하여 부족한 과목에 대하여 보충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외출 시는 목적지를 파악하시고, 귀가 시간을 관리하여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두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학교폭력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서 자녀들의 고민이나 문제점 등에 관하여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겨울철 야외활동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가정에서 청소년 필독 도서 등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사. 방학 중에 불가피한 사고나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로 즉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코로나19 방역 철저 대응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방역 및 위생 관리 철저) 부탁드립니다.

◆ 부천부흥중학교 : ☎ 070-7099-0874              ◆ 아동 학대 신고 전화 : ☎ 112

◆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 ☎ 032-325-3002   ◆ 학교폭력 상담 전화 : ☎ 117

◆ 경기도 청소년 상담실 : ☎ 031-248-1318          ◆ 담임 교사 : 

2022. 1. 10.

부 천 부 흥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http://www.pcbuheung.m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