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초등학교

6학년

반

번

이름 :

◎ 졸업식 : 2021년 1월 8일(금) (급식 미실시)
◎ 방학기간 : 2021년 1월 9일(토) ~ 2021년 2월 28일(일) 51일간
◎ 정글북 도서관 개방 : 2021년 1월 18일~2월 8일 월-금 09:00~16:00(12시~13시 제외)
(1인당 머무르는 시간 최대 30분, 동 시간대 15명까지 인원 제한)
◎ 중학교 배정 통지서 배부 : 2021년 1월 8일(금) 11시 (중앙현관에서 배부)
◎ 중학교 예비소집일 : 2021년 1월 13일(수) 오후 3시 30분(해당 중학교에서 안내할 예정)
교복지원 동의서도 잊지 않고 제출하기
◎ 국기 다는 날: 2021. 3. 1. (월) 3·1절

학부모님께

방학 중 지킬 일
 건강한 어린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 규칙적인 생활, 자기 몸을 깨끗이, 알맞은 운동
• 불량식품 먹지 않기

많은 아쉬움이 남는 2020학년도 6학년 생활이 마
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의 따

 언제나 안전한 어린이

스한 보살핌 속에서 마지막 초등학교의 겨울방학

•
•
•
•

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중학생이며 사춘기 학생들에게 방학 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안전한 방학이 될 수 있도

교통 규칙 지키기, 얼음(강, 저수지) 위에서 놀지 않기
길에서 썰매 타지 않기, 불놀이 하지 않기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코로나 19 예방 수칙 잘 지키기

 질서는 내가 먼저

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 지키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

 예절 바른 어린이

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 외출 시에는 반드시 어른에게 알리기
• 웃어른께 인사하기

2021. 1. 8. 6학년 담임 드림

 절약하는 경제 어린이
• 주변의 물품 아껴 쓰기, 용돈 절약하기, 에너지절약

공통 과제

선택과제

부족한 교과 학습하기
EBS겨울방학생활 시청하기
〈2020.1.04.~1.15〉 EBS 2TV : 19:10~19:30, EBS 플러스2 : 12:40~13:00
〈2020.1.18.~1.21〉 EBS 2TV : 19:10~19:30, EBS 플러스2 : 12:40~13:00

독서 후 독후체험활동
소금, 단소, 리코더 연습하기
건강 지키기
• 1일 1운동 실천하기

▪ 학교전화번호: 031) 668-2782
▪ 선생님 전화번호 :
▪ e-mail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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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익한 체험 사이트 및 장소를 소개합니다 [박물관•기념관]
체험장소

정

보

사이트

신문박물관

국내 첫 신문인 ‘한성순보’에서 현재의 모든 신문
http://www.presseum.org
전시

조흥금융박물관

고대의 원시금융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발전과정
http://www.chohungmuseum.co.kr
전시

경찰박물관

경찰의 역사와 다양한 경찰 활동 학습

http://www.smpa.go.kr/sub04_6_1.htm

육군박물관

오래된 군사박물관으로서 무기류, 장비류 전시

http://museum.kma.ac.kr

서울역사박물관

옛 한양의 생활과 문화 체험

http://www.museum.seoul.kr/

국립민속박물관

옛 조상들의 생활을 체험

http://www.nfm.go.kr

지구촌민속박물관

세계 여러 민족의 생활 문화 체험

http://www.jiguchonmuseum.org

짚풀생활사박물관

짚풀 관련 민속자료

http://www.zipul.com

몽 촌 역 사 관/ 몽 촌 토
성

http://www.sosfo.or.kr/park/view_park01.a

백제의 성과 고분의 특징 학습

sp

호림박물관

토기, 도자기, 회화, 금속공예품 등 유물 전시`

http://www.horimmuseum.org

옹기민속박물관

흙으로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http://onggimuseum.org

풀무원김치박물관

다양한 김치 종류와 김치에 대해 학습

http://www.kimchimuseum.co.kr

농업박물관

선사시대부터의 농업 역사에 대한 체험

http://museum.nonghyup.com

별난물건박물관

세계 각국의 기발한 물건과 신기한 과학완구 전
시

http://www.funiquehouse.com

화폐금융박물관

국내외 화폐 9000여 점 등 경제생활 학습

http://museum.bok.or.kr/

떡.부엌살림 박물관

떡과 관련된 용품, 다양한 떡 전시

http://www.kfr.or.kr/

세중옛돌박물관

옛 돌 조각의 실물 전시

http://www.oldstonemuseum.com/

강화은암자연사박물 세계 각국의 살아있는 파충류 및 애완동물들 전 http://www.ganghwa.incheon.kr/bbs/kh/museum/museum.
관

시

산림박물관

산림과 임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전시

경기도박물관
목아불교박물관

html
http://152.99.197.75/200110/4forestexhi.h
tm

경기도내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적을 수집, 전시 http://www.musenet.or.kr/
우리나라의 불교관련 자료와 목공예분야의 소중한 자료들
을 전시

전쟁기념관

전쟁역사실, 해외파병실 등

세종대왕기념관

훈민정음 창제와 과학 국악의 발전사

http://www.moka.or.kr
http://warmem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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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jongkorea.org/gineum/gineum_intr
o.htm

[과학관•자연사박물관•체험관•전시관]
체험장소
국립서울과학관
서울시교육과학연구
원
LG사이언스홀

정

보

사이트

과학체험을 위한 전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
램
생활 속 과학원리를 학습

http://www.sesri.re.kr/

원격학습 환상체험 등 과학의 세계 체험

http://www.lgscience.co.kr/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화석,다양한 동식물, 우주의 생성 학습
이화여대자연사박물
관
경희대자연사박물관
삼성어린이박물관
서울대병원 의학박물
관

식물, 곤충, 척추동물 등 전시
암석류, 광물류, 포유류, 조류, 곤충류 및 식물 등 자연 자료
전시

원

http://nhm.kyunghee.ac.kr

과학, 방송 등 10개 영역 전시물로 학습

http://www.samsungkids.org

근대의학 도입 이후 각종 문서 및 의료기기

http://snuh.snu.ac.kr/~museum/

전시

산림과학관/홍릉수목

http://namu.sdm.go.kr/
http://home.ewha.ac.kr/~nhm

유비쿼터스 드림전시 Digital-TV, 지능형 서비스 로봇, 차세대이동통신 등의
관

http://www.science.go.kr/seoul/html

침엽수, 활엽수 등 우리나라의 자연 식물 관찰

http://www.ubiquitousdream.or.kr/
http://www.kfri.go.kr/hong_reung/

육영재단어린이회관 각종 과학 실험과 전시

http://www.children-center.or.kr/

서울시민안전체험관 재해 예방의 다양한 방법 소개

http://safe119.seoul.go.kr

정보나라 (IT월드)

http://www.itworld.or.kr

부천아인스월드
어린이교통안전홍보
관

놀이 생활체험 등 첨단 정보통신 경험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유명건축물 축소 재
현
교통안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전달

http://www.aiinsworld.com
http://www.rtsa.or.kr/hongbo/WEB/index.ht
ml

[체험학습기관]
체험장소
여행이야기
한국역사문화학교

정

보

사이트

시대별 역사 프로그램 위주의 체험학습 진행
역사, 과학, 자연 탐험대, 천문우주과학 분야 등 다
양

씨앗들의 열린나눔터 핵 교과서 체험, 또래친구 체험 및 가족체험 등 다양한
교
체험나라
모든 학교
신나는 학교
행복한 아이들

캠프
학생과 성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
영
교과서 체험, 가족 체험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역사교실, 자연교실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된 주말교실
운영
초등 고학년 사회교과서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 및 중고고교생 현장학
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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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ravelstory.co.kr
http://www.koreaschool.co.kr
http://www.haekkyo.com
http://www.emworld.co.kr
http://www.schoolall.com
http://www.sinnaschool.com
http://www.happyi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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