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인초등학교   2학년 (    )반 이름 (         )

 행 복한  겨 울방 학  
1. 방학기간 : 2022년 1월 4일(화) ~ 2022년 2월 28일(월) 총 56 일간

2. 개 학 식 : 2022년 3월 2일(수) 09:00 새 학년 각 교실
3. 국기 다는 날 : 1. 1.(새해 첫 날)
4. 도서관 개방 : 1. 4 ~ 1. 28  9:00~16:00

   (휴관  2. 3 ~ 2. 28 도서관환경개선공사 및 장서점검)

 부모님께

  1년 동안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
이었습니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알찬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방학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빕니다. 

2022년 1월 3일 
2학년 담임 드림

 꼭! 지켜요
1.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님께 가는 곳과 
  돌아올 시각을 미리 말씀드리기
2. 교통 규칙 지키기, 오토바이, 차 조심하기
3.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자전거 탈 때
   반드시 보호 장비 착용하기
4. 화재 예방 및 빙판길 조심하기
5. 성폭력 예방 및 실종 예방
 - 낯선 사람 따라 가지 않기
 - 한적한 곳,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기
6.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기
 - 마스크 잘 착용하기
 - 사람이 많은 곳은 되도록 가지 않기

  비상연락망
 선생님 연락처  (                             )
 교무실 연락처 070-7099-0403

 EBS 시청 안내  과제

 • EBS플러스2 

  2022.01.12.~ 02.03 수,목 13:50~14:10

 • EBS 2TV 

  2022.01.03.~ 01.16 월~금 13:20~13:40

 • 

 • 

 • 

 • 









# 2 학 년  필 독 도 서  #

번호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세상에서가장행복한100층버스 마이크 스미스 사파리

2 절기는 어떤 날일까요? 양태석 주니어김영사

3 나는 나의 주인 채인선 토토북

4 책 씻는 날 이영서 학고재

5 안전을 책임지는 책 채인선 토토북

6 놀이는 참 대단해 권오진 웅진주니어

7 틀린게 아니라 다른 거야! 최영미 고래가숨쉬는도서
관

8 생각한다는 건 뭘까? 채인선 미세기

9 꿈을 만드는 달빛 공장 존 로코 다림

10 생각한다는 건 뭘까? 채인선 미세기

11 나는요 김희경 여유당

12 아홉 살 함께 사전 박성우 창비

13 씨앗은 어떻게 자랄까? 한영식 다섯수레

14 과학 해적단 황근기 뜨인돌어린이

15 세종대왕 김선희 비룡소

16 살랑살랑 꼬리로 말해요 르네 라히르 웅진주니어

17 귀는 듣기만 할까? 백명식 내인생의책

18 완벽한 아이 팔아요 미카엘 에스코피에 길벗스쿨

19 3일 더 사는 선물 레미 쿠르종 씨드북

20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채인선 미세기

21 뻐꾸기 엄마 이형진 느림보

22 북적북적 우리 가족 최형미 키다리

23 프레드릭 레오 리오니 시공주니어

24 말랄라 세상을 바꾼 아이 레베카 랭스턴 조지 밝은미래

25 다 함께 마니또 박현숙 키위

26 어머니의 이슬털이 이순원 북극곰

27 아빠의 브이 사인 소마 고헤이 키위북스

28 찬다 삼촌 윤재인 느림보

29 아홉 살에 처음 만나는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 하늘을나는코끼리

30 오늘 참 예쁜 것을 보았네 권정생 길벗어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