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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초등학교   3학년   (   )반   이름 (               ) 

◈ 방   학   식 : 2022.7.22.(금) 4교시(급식 없음)

◈ 방 학 기 간 : 2022.7.23.(일)~8.16.(화) (23일간) ※국기다는날 : 2022.8.15.(일) 광복절

◈ 개   학   일 : 2022.8.17.(수) 09:00 4교시(※급식 없음) ※준비물 : 과제물, 필기도구 

◈ 도서관개방일 : 2022.07.25.(월)~08.16.(화) 09:00~15:00

◈ 1~3학년 여름방학 독서교실 : 2021.7.26.(화) 13:00~14:30, 도서관 ※신청학생 참여

◈ 3~4학년 영어캠프 : 2022.7.25.(월)~7.29.(금) 09:00~10:20, 4층 영어실 ※신청학생 참여

◈ 두드림학교 : 2022.7.25.(월)~8.16.(화) 매주 월요일 13:20~14:50, 두드림교실 ※해당학생 참여

◈ 방과후학교 : 2022.7.25.(월)~7.29.(금), 8.08.(월)~8.12.(금) ※신청학생 참여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방학 중 생활지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의 건강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및 체력 등 부족한 

점은 방학 동안 보충해주시면 2학기에는 더욱 재미있

는 학교생활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교실바닥교체공사(7/25~8/12) 

및 타일제거 보도블럭설치공사(7/25~8/16)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득이하게 학교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늘 평안

하기를 바랍니다.

                  2022. 07.  3학년 담임교사 드림

1. 생활계획표 세우고 실천하기

2. 물놀이 주의사항 꼭 지키기

①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기
② 음식 먹고 30분 내에 물에 들어가지 않기
③ 보호자와 동행하여 물에 들어가기
④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기

3. 차 조심, 벌레조심, 음식 조심 하기

4. 외출 시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기

5. 낯선 사람 주의하고 절대 따라가지 않기

중요알림/연락망방학 과제
1. 독서하기

  *일주일 1권씩 읽기

2. 수학 학습지 문제 풀기

  *매일 1장씩 풀기

3. 영어 문장 읽기

  *매일 1문장씩 10번씩 읽기

4. 리코더 연습하기(노래-학교종 땡땡땡)

5. 선택과제(1개 이상)

1. 코로나 확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세요. 

2. 방학 중 학생이 크게 다치거나, 병원에 입원

  하는 일이 생기면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세요.

<비상연락망>

 선생님연락처 : 1반 최성관 ____________________

                 2반 이희연 ____________________

 학교(교무실)  ☎ 031-532-3656 

 위급 시(유괴, 폭행) 112,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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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과제는 2개 이상을 선택합니다.                  ▣ 개학날 과제물과 함께 가지고 옵니다.

▣ 부모님의 도움보다는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해결합니다. ▣ 기록이 필요한 과제는 과제 기록장을 만들어 기록합니다.

영 역  내          용 선택(○)

소중한 사람들

가족과 함께 집에서 영화 보고 느낌 써오기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가족신문 만들기–방학 동안 있었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신문으로 만들기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우리나라 또는 지구촌의 여러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기

하루에 한 번 부모님 안마해드리기

나의 꿈을 

찾아서

나의 꿈,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 조사하기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신문 기사나 관련 자료를 스크랩하기

나의 20년 후 미래모습 그려보기

건강 나에게 맞는 운동을 골라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실천하기(달리기, 훌라후프, 줄넘기 등)

생활 속의 과학

조사하기-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 야생화, 동물 등

발명품 만들기-폐품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기

과학 상상화 그리기 

행복한 

예술 활동

그리기 - 방학 동안에 있었던 일 그리기(8절지)

만들기 - 재활용품을 이용하여 만들기 

종이접기–꾸준하고 성실하게 활동한 결과물을 모으기

자기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8절지에 옮겨 쓰고 시에 어울리는 그림 그리기

3학년 1학기에 학교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그림 그리기

동화, 동시집 만들기

악기 1가지 이상 연습해서 연주하기(동영상, 녹음 파일)

즐거운 공부

수학 익힘책을 참고해서 단원별로 5문제씩 직접 만들고 풀어오기

한컴 타자 연습을 하기 - 컴퓨터 자판 익히기

1학기 때 배운 내용으로 과목별로 OX퀴즈 10문제 이상 만들기(수학, 사회, 과학)

영어 문장 또는 단어를 기록장에 꾸준히 기록하여 부모님께 확인받기

3학년 EBS 여름방학생활 시청하기(www.ebs.co.kr)

스스로 
지키는 방학

스스로 정리하기–내 방 정리하고 느낌 쓰기

부모님 돕기-부모님의 부탁을 들어주는 날을 정해 1가지씩 실천하고 느낌 쓰기

참을성 키우기-하루 동안 TV 보지 않기, 하루 동안 컴퓨터 게임 하지 않기 등 참을성을 
기르는 활동을 해 보고 느낀 점을 글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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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창의체험 탐구생활,  초등 여름방학생활｣방송 및 교재 안내 >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1~10권)>

구분 EBS플러스2 EBS 2TV
탐구생활 1. 잘 먹고 잘 싸는 법 (7.18-8.16) 월, 화 13:30-14:00 (8.15-8.26) 월-금 13:00-13:30
탐구생활 2. 어쩌다 동물 탐험 (7.18-8.16) 월, 화 14:00-14:30 (8.15-8.26) 월-금 13:00-14:00
탐구생활 3. 우리는 집에 산다 (7.18-8.16) 월, 화 14:30-15:00 (8.15-8.26) 월-금 14:00-14:30
탐구생활 4. 환경을 부탁해 (7.18-8.16) 월, 화 15:00-15:30 (8.15-8.26) 월-금 14:30-15:00

탐구생활 5.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7.18-8.16) 월, 화 15:30-16:00 (8.15-8.19) 월-금 17:30-18:00
(8.22-8.26) 월-금 18:00-18:30

탐구생활 6. 궁금한 이야기 안전! (7.20-8.18) 수, 목 15:30-16:00 (8.15-8.19) 월-금 18:00-18:30
(8.22-8.26) 월-금 18:30-19:00

탐구생활 7. 접속! 미디어월드 (7.18-7.29) 월-금 16:00-16:30 (8.15-8.19) 월-금 18:30-19:00
(8.29-9.02) 월-금 17:30-18:00

탐구생활 8. 슬기로운 의복생활 (8.01-8.12) 월-금 16:00-16:30 (8.29-9.02) 월-금 18:00-17:00
탐구생활 9. 스포츠 빅리그 (8.15-8.26) 월-금 16:00-16:30 (8.15-8.26) 월-금 17:00-17:30

탐구생활 10. 한국사를 알고 싶다 (8.22-9.02) 월-금 13:00-13:30 (8.22-8.26) 월-금 17:30-18:00
(8.29-9.02) 월-금 17:00-17:30

<EBS 초등 여름방학생활(1~6학년)>

 구분 EBS플러스2 EBS 2TV
1학년 (7.20-8.11) 수, 목 13:30-13:50 (8.01-8.10) 월-금 13:00-13:20
2학년 (7.20-8.11) 수, 목 13:50-14:10 (8.01-8.10) 월-금 13:20-13:40
3학년 (7.20-8.18) 수, 목 14:10-14:30 (8.01-8.12) 월-금 13:40-14:00
4학년 (7.20-8.18) 수, 목 14:30-14:50 (8.01-8.12) 월-금 14:00-14:20
5학년 (7.20-8.18) 수, 목 14:50-15:10 (8.01-8.12) 월-금 14:20-14:40
6학년 (7.20-8.18) 수, 목 15:10-15:30 (8.01-8.12) 월-금 14:40-15:00

 ※ 방송시간은 EBS 편성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강의는 EBS 초등 홈페이지(http://primary.ebs.c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 2022년  여름방학 경기초등온배움교실(온라인 배움교실) 활용 안내 >
   가. 대상: 경기도내 희망하는 초등학생 1~6학년 누구나
   나. 범위: 현재 학년의 1학기 학습을 복습하거나 이전 학년의 필요한 교과 복습
   다. 방법: (사이트)에서 학습지 다운로드➞ 문제풀기 ➞(유튜브)영상 보며 학습

      *사이트에서  를클릭하면 운영진 선생님께 이메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라. 활용경로 : (사이트) www.온배움교실.kr (※로그인 없이 활용 가능)
                 (유튜브)‘경기초등온배움교실’검색 후 동영상 콘텐츠 시청
   마. 운영 교과: 초등학교 1~6학년 국어, 수학 교과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과학, 영어 교과 
   바. 학습교재 : 초등온배움교실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학년-교과-단원별)
   사. 활용방법 안내: 동영상 바로가기 https://youtu.be/JrVJJZnBR0g

http://www.�¹��.kr
https://www.youtube.com/c/%EA%B2%BD%EA%B8%B0%EC%B4%88%EB%93%B1%EC%98%A8%EB%B0%B0%EC%9B%80%EA%B5%90%EC%8B%A4
https://youtu.be/JrVJJZnBR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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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의 방학 달력
   
  여름방학에는 매일 신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루의 중요한 일을 적어보세요.

  (예시 : 구름빵 책읽기, 자전거타기 30분, 백운계곡에서 물놀이, 손톱에 봉숭아 물 들이기 등)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7/22

방학식

4교시

급식 없음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8/1 8/2 8/3 8/4 8/5 8/6

8/7 8/8 8/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개학식 

4교시

급식 없음

♣ 매일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도 마음도 즐겁고 건강한 방학을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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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운동 이름

(             )
실천 결과

(횟수 또는 시간)
날 짜

운동 이름
(             )

실천 결과
(횟수 또는 시간)

   ▣ 운동을 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건강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정기적인 운동은 키를 크게 합니다. 

 여름방학 나의 운동 달력

   일동초등학교 3학년 (   )반 이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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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여름방학생활 방송 기록장 

▣ EBS ‘여름방학생활’로 즐거운 방학 지내기

순서  주제 시청날짜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8강

9강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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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중 안전생활

꼭 지킵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1. 지속적으로 사람 간 2m 거리 유지하기
2. 다중이용시설 및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하기
3.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하기
4. 기침예절 지키기(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
5.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가정생활
 1. 보람 있는 방학을 위해 계획을 세워 규칙적으로 생활합니다.
 2. 건강한 생활을 위해 여름철 위생 관리에 힘쓰며, 몸을 깨끗이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3. 안전한 생활을 위해 여름 방학 생활 수칙을 꼭 지킵니다.
 4.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웃어른께 인사를 잘하며, 고운 말을 씁니다.
 5. 청소년 출입 금지구역 및 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PC방, 노래방 등)

 유괴 및 성폭력 예방
 1.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옥상, 골목 등 한적한 곳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2. 길을 물을 때 가까이 다가가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3. 해가 진 후, 어두울 때는 밖에서 혼자 놀지 않습니다.
 4.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그 누구라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5.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 한적한 길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6. 위험이 닥쳤을 땐 큰소리로 소리 지르고, 뛰어가며 주위의 도움을 청합니다. 
 7. 외출할 때는 부모님께 목적지를 알리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놉니다.
 8. 낯선 사람이 자동차에 태워 주겠다하면 타지 않습니다. 
 9. 모르는 사람이 어디로 가자고 하면 큰소리를 질러 자리를 피합니다.
 10. 유괴 또는 성폭력 사실을 아는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폭염 건강 피해 예방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2.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3.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4.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5. 몸의 이상 증상(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합니다.
 6.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전화한 후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7.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8.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추도록 합니다.
 9.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단, 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

 물놀이 안전 수칙
 1. 물놀이는 꼭 어른과 함께 하고, 너무 깊은 곳이나 위험한 곳은 피합니다.
 2. 햇볕이 강하게 쬐는 한낮이나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3.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십니다(팔→다리→몸통 순).
 4. 물놀이 도중에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기고 몸이 떨리며 입술이 파래지면 물놀이를 중단하고  옷이나 타올 등으로 몸을 따뜻

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5. 눈병이나 피부병에 걸리지 않도록 물놀이 후에는 깨끗하게 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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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나의 생활 안전 점검표

  일동초등학교 3학년 (   )반 이름 (         )

항목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점검 결과 반성 및 

나의 다짐1차 2차 3차

교통

안전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다녔나요?

신호등 불이 깜박일 때 건너지는 않았나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폈나요?

자전거나 인라인을 탈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탔나요?

물놀이 

안전

물놀이 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갔나요?

물놀이하기 전에 준비운동을 철저히 했나요?

물놀이 시 위험한 장난을 치지 않았나요?

안전요원이 있는 안전한 곳에서 물놀이를 했나요?

보건

위생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손과 발, 몸 등을 깨끗이 씻었나요?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진 않았나요?

해충, 독충, 뱀 등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했나요?

불량식품,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사먹지 않았나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나요?

생활

안전

외출 시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나요?

방문을 닫고 선풍기를 켜둔 채 잠들지는 않았나요?

학생 출입 금지 구역에 가진 않았나요?

(불량 만화방, 오락실, PC방 등)

낯선 사람을 조심하고 함부로 따라 가지는 않았나요?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놀이를 했나요?

친구들끼리 너무 먼 장소에 가지 않았나요?

가스밸브나 라이터 등을 함부로 만지지는 않았나요?

점수 합계
부모님

확인

점검

기간 

및 

방법

1차 : 7월 23일(토) – 7월 31일(일)

2차 : 8월 01일(월) – 8월 07일(일)

3차 : 8월 08일(월) – 8월 14일(일)

J 항목별 점수 J

- 잘   함 : 5점

- 보   통 : 3점

- 노력요함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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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교과서영어문장 외우기

순 영어문장 뜻

1 Hello, I’m Jinu. 안녕 나는 지누야.

2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3 What’s this? 이게 뭐야?

4 It is a cat. 이건 고양이(1마리)야.

5 It is an egg. 이건 계란이야.

6 Stand up, please. 일어서주겠니.

7 Sit down, please. 앉아주겠니.

8 It’s big. 그것은 크다.

9 How many carrots? 당근이 몇 개니?

10 There are three carrots. 당근이 3개 있어.

11 There is an apple. 사과가 1개 있어.

12 Do you like chicken? 너는 치킨을 좋아하니?

13 Yes, I do. 응.

14 No, I don’t 아니

15 I like chicken. 나는 닭을 좋아해.

16 I don’t like chicken. 나는 닭을 좋아하지 않아.

17 I have a pencil. 나는 연필을 가지고 있어.

18 How old are you? 너는 몇 살이니?

19 I’m ten years old. 나는 10살이야.

20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