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초등학교

3학년

알찬 방학을 위한 겨울 방학 선택 과제

반 이름 :

1. 방학기간 : 2021년 1월 9일(토)～ 2021년 2월 28일(일), 51일간
2. 개 학 일 : 2021년 3월 2일(월) 08:30～09:00 등교
3. 설 연 휴 : 2021년 2월 11일～2021년 2월 13일(토)

( 급식 미실시 )

3학년

반

이름 :

부모님과 함께 의논해 보고 아래의 과제 중에 선택해 보세요.
주어진 선택과제 외에 특별히 하고 싶은 과제는 아래 쪽 빈 칸에 적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창 뛰어놀 시기에 답답했을 아이, 친구들과 말하기도 눈치 보였던 아이, 맞벌이 가정이

영 역

라 혼자서 집안에서 있었을 아이, 그 아이가 눈에 밟혔을 부모님…. 힘든 시기였지만 학부모

소중한

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3학년을 마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방학 때는 평소에 못다 한 학업도 보충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과 특기도 키워
보고, 가족과 체험학습의 시간도 가져보라고 안내할 텐데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텔레비전과 스

가 족

마트폰을 벗어나 가족과 많이 놀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푹 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ESIGN
BY
KUKJIHY
OUN

우리 3학년이 지킬 일

1. 독서 생활화 실천하기
2. 자기에게 알맞은 운동 규칙적으로 하기
3. 코로나19 예방 규칙 잘 지키기
4. 스마트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는 정한
시간에만 사용하기

마음 튼튼

7. 외출 후 손, 발 깨끗하게 씻기

1. 가족과 즐거운 놀이하기
2. 즐겁게 책 읽기

실력 쑥쑥

3. 건강해지기(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4. 내가 하고 싶은 과제하기 (뒷면참고)

8. 빙상놀이 안전에 유의하고, 위험한 곳에서
눈썰매, 얼음놀이 하지 않기

(

싶은 말, 가족들의 별명 등의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가족과 여러 가지 즐거운 놀이나 체험을 하고 글이나 그림, 만화 등
으로 남기기
설날에 부모님이나 조 부모님, 친척들께 세배하고 즐거운 모습 남기기

재주 기르기- 줄넘기, 훌라후프, 피아노, 태권도, 바둑, 장기, 컴퓨터 등
특기 기르기
공연관람하기- 연극, 영화, 뮤지컬 등의 공연 관람하고 느낀 점 글
로 쓰기
탐구하고 싶은 주제 정해 자료 찾고 정리하기

)

한자 익히기 - 공책에 쓰고 익히기 (한자 교재 활용)
1, 2학기 과목 중 부족한 부분 실력 다지기 (복습, 문제집활용)
한글 타자 익숙하게 치기 - 읽기 책의 내용을 문서로 입력하거나 일기
쓰기, 편지쓰기 등의 실적물 출력하기
여러 가지방법으로 그림그리기 - 가족과 함께 잡지나 신문 찢어 붙이
기, 사포나 신문지, 포장지에 그림 그리기, 종이접어 붙이기, 재료를 달

5. 교통규칙 잘 지키기, 불조심하기
6. 외출할 때는 꼭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용

하루에 한 번씩 가족을 위한 일 실천하기

몸 튼튼

권장 및 선택 과제

내

가족 신문 만들기 - 가족들의 사진, 좋아하는 것, 가족들에게 하고

표현 활동

리하여 그리기 등
재활용품 이용하여 -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쓸모 있는 물건 만들기
만들기 - 클레이로 작품만들기, 십자수, 목도리뜨기, 방석만들기 등

★선택 과제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제시되지 않은 것을 창의적으로 하여도 좋습니다.

※ 해보고

참고 사항

연락처 및 비상연락망

싶어요!
학생 자율진단 배이스 캠프(http:www.plasedu.org) 안내

1. 겨울방학온라인스포츠캠프 2021.1.18.~ 2021.1.22.
2. 정글북 도서관 개방 (30분 사용가능, 15명 인원 제한)
* 2021.1.18.~2021.2.8. 월-금 09시-16시
* 점심 12시- 13시 제외
* 이후는 이충전자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이용
3. 학생 자율진단 배이스 캠프,EBS 교육방송 (뒷장안내)

1. 학교 연락처 ☎ 031-668-2782
2. 선생님 연락처 ☎ 0103. 친구 연락처
* 무슨 일이 있는 경우 바로 학교에 연락하기 *

학생 자율진단
배이스 캠프
(http:www.plasedu.o
rg)

*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학년에 상관없이
각 교과 내 학습 요소별로 학습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
* 누구나 자율 회원 가입 후 사용가능
* 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각 학년별, 교과목별, 영역별 문항제공
문제풀이 및 동영상 강의제공

EBS 교육방송

(2021.1.4.-1.21.)

EBS 플러스2
11:40-12:00

EBS 2TV
18:10-18:30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