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3
학년 1
1반
반 1년의
1년의 약속 !

3학년 수업 시정표
교시

모두가 소중한 우리
세상은 혼자 살기보단 나아닌 다른 사
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3학년 1반 친구들도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
기거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친구
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보면 서로
를 이해하고 다툼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
을 거예요. 나만큼 다른 친구도 소중하니
까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
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소중하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므로 사랑
받고 존중받기에 마땅하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1년 동안 서로 존중
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침
독서

운영 시간

삼리초등학교

08:40-09:10

블록1
(1,2교시)

09:10-09:50
09:50-10:30

중간놀이

10:30-10:50

3교시

10:50-11:30

4교시

점심시간
(11:30-12:20)

점심

4교시
(12:20-13:00)

블록3
(5,6교시)

13:10-13:50
13:50-14:30

3학년
3
학년 1반
1반
선생님 연락처
031-764-2327
교실 내선번호(301)
내선번호(301)
수업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되
미리 시간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가급적 연락은 2시
2시 이후(방과후)
이후
이후((방과후
방과후))
~5시에 주시길 바라며 이후 연락이나 sns를
~5시에
sns를 통한 연락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1반을
소개합니다

3학년 1반
1반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3학년 1반
1반 기본 준비물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3학년 1반 담임을 맡게 된 이대

올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공동체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 안에 체크하면서 준비해주세요. (이름 쓰기)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잘 만들어 보기 위해 서로 배
려하며 노력합시다. 우리반 한 해 목표입니다.

□ 줄공책 2권 (3~6학년용)

공책

□ 알림장 – 메모하는 습관은 중요해요.
□ 종합장(스프링공책) 1권

♣ 큰 꿈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필기도구
(필통 속에

♣ 배움의 즐거움 알아 스스로 학습하는 어린이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들)

선생님의
선생
님의 다짐 !
♥ 공정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겠습니다.

기본
학용품
포트
폴리오

♥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떨어져도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천으로
된 필통을 추천해요.

잘하는 친구보다는 노력하는 아이, 잘못을 깨달으면 인정하고
반성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힘쓰는 아이, 더불어 살아
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
안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2020년이 멋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이의 말만 듣고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 깎은 연필 4자루 이상 - 연필은 집에서 깎아

관계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만 깎습니다.
□ 15cm 자 - 눈금이 정확하게 보이는 투명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건강 상태, 가정에서의 행동

□ 지우개 □ 빨간색색연필 □ 검은색네임펜

발달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

※ 칼은 안전 문제 상 가져오지 않아요.

생 시 곧바로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부탁드리며 아동의 결석,

□ 가위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한 연락은 수업시간 전인 9시 이전에 연

□ 싸인펜 □ 투명 테이프

□ 색연필(12색 이상) □ 딱풀

□ 줄넘기

□ 그림도구(붓, 물통, 물감, 파레트 등)

생활용품

♥ 엄할 땐 엄하고, 칭찬할 땐 많이 칭찬하는

기 선생님입니다.

□ 필통 -쓰고 있는 것을 가져오되, 새로 살 어린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 소통 ․ 배려 ․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3학년 1반
1반 학부모님께

락 주시면 됩니다. 결석 후에는 다음날 결석계(질병계)를 같
이 제출해주시고, 법정 전염병인 경우 병원에서 발부한 소견
서 1부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오니 참고 부탁

□ A4크기 서류파일 2개-속지 없는 저렴한 것
□ 물티슈(70매이상)

□ 미니빗자루세트

드립니다.
준비물, 과제 등은 학생 스스로 챙기도록 격려해 주시되 늘

□ 흰 실내화(이름쓰기) □ 두루마리 휴지 1통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은 바쁘

♧ 장난감, 고가의 제품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시더라도 매일 확인 부탁드리며 회신이 필요한 가정통신문은

♧ 핸드폰은 학교에서는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가급적 다음날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실내화, 실내화 주머니 두고 다닙니다.

◎ 투게더 알리미 어플 설치 후 자녀를 등록하시면 알림장

♧ 읽을 책 1권씩 가지고 다닙니다.
♧ 매일 알림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25일까지 준비 되는대로 아동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및 회신 가능합니다.

담임교사 이대기드림

3학년
3
학년 2
2반
반 1년의
1년의 약속 !
모두가 소중한 우리
세상은 혼자 살기보단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3학년 2
반 친구들도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생기거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친구의 입장
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보면 서로를 이해
하고 다툼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나
만큼 다른 친구도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소중하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므로 사랑받고 존중
받기에 마땅하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1년 동안 서로 존중하
고 배려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3학년
3
학년 시정표
교시

운영 시간

아침독서

08:40-09:10

블록1
(1,2교시)

09:10-09:50
09:50-10:30

중간놀이

10:30-10:50

3교시

10:50-11:30

점심시간

점심시간
(11:30-12:20)

4교시

12:20-13:00

블록3
(5,6교시)

13:10-13:50
13:50-14:30

3학년
3
학년 2반
2반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싶을 때
☎ 031-764-2327

교실내선번호(302)
교실내선번호
(302)

수업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되 미리
시간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출장이나 회의 등으로 학교를 비울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리초등학교

3학년 2반을
소개합니다

3학년
3
학년 2반
2반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올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공동체로 만나게 되어

3학년
3
학년 2반
2반 기본 준비물
□ 안에 체크하면서 준비해주세요. (모든물건에 이름쓰기)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잘 만들어 보기 위해 서로 배
려하며 노력합시다. 우리반 한 해 목표입니다.

□ 줄공책 2권 (3~6학년용)

공책

□ 종합장(스프링공책-줄없는것) 1권
□ 필통 -쓰고 있는 것을 가져오되, 새로 살 어린

♣ 함께 나누어 즐거운 어린이 ♣
필기도구

-. 나눔과 배려의 기쁨을 아는 어린이
-.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린이

□ 알림장 – 메모하는 습관은 중요해요.

(필통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들)

이들은 떨어져도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천으로
된 필통을 추천해요.
□ 깎은 연필 5자루 - 연필은 집에서 깎아오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만 깎습니다.

기본
학용품

포트
폴리오
생활용품

♥ 믿어주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 꼭 부탁드립니다 ♥

※ 칼과 샤프는 안전 문제 상 가져오지 않아요.

◎ 아이들에게 학교와 교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이야기 해 주세요.

□ 가위

학교와 선생님을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는 학교생활에도

□ 딱풀(큰 것) □ 투명 테이프
□ 줄넘기

□ 그림도구(붓, 물통, 물감, 파레트 등) □ L자투명파일

게 될 경우 9시 이전에 연락을 주세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으며 공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준비물 바구니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에 대한 배려이며, 스스로 약속 지키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 A4크기 클리어파일(40매) 1권
□ 물티슈(70매이상)

□ 미니빗자루세트

□ 흰 실내화(이름쓰기) □ 두루마리 휴지 1통

도록 자녀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난감, 고가의 제품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등교시간을 꼭 지켜주세요.(9시까지 교실 도착) 지각, 결석을 하
◎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회신문은 기일을 꼭 지켜주세요. 다른 친구들

♧ 교과서가 무거워 학교 책상 속에 놓고 다니도록 할 예정

♥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잘 적응하고 공부도 잘하게 된답니다.

※ 사물함에 책가방을 보관해야 하므로, 준비물 바구니를 넣

입니다. 예·복습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집으로 챙겨갈 수 있

♥ 모범을 보이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첫째, 나눔과 배려의 기쁨을 아는 아이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바르게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아이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꿈을 향해 도전하는 아이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 15cm 자 - 눈금이 정확하게 보이는 투명자

□ 색연필(12색 이상) □ 싸인펜

♥ 칭찬해주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댁의 자녀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3학년 2반 담임교사 이정옥입
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옷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정을 들어선지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
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학급을 운영하려 합니다.

□ 지우개 □ 빨간색볼펜 □ 검은색네임펜

-. 꿈을 향해 도전하는 어린이

선생님의 다짐 !

3학년
3
학년 2반
2반 학부모님께

♧ 핸드폰은 학교에서는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 실내화, 실내화 주머니 두고 다닙니다.
♧ 읽을 책 1권씩 가지고 다닙니다.(아침독서시간에 활용)
♧ 매일 알림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25일까지 준비하여 아동편에 보내주시기바랍니다.

◎ 숙제를 해오지 않을 경우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숙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숙제는 반드시 집에서 해 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주간학습안내와 알림장에 써 가는 시간표와 준비물을 확인하여,
교과서와 준비물을 잘 챙겨주세요. 교과서가 없거나 준비물을 가져
오지 못하는 경우 수업 결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간학습안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을 알림장에 써 가니 알림장을 매
일 확인해 주세요.
◎ 우리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도록 해주
세요. 또한 기증하고 싶은 책이 있을 경우, 학급문고에 책을 기증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 투게더 알리미 어플 설치 후 자녀를 등록해주세요. 알림장 확인
및 회신이 가능합니다.

담임교사 이정옥드림

3학년
3
학년 3
3반
반 1년의
1년의 약속 !

3학년 수업 시정표
교시

모두가 소중한 우리
세상은 혼자 살기보단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하게 됩니
다. 우리 3학년 3반 친구들도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
이 생기거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친구
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보면 서로
를 이해하고 다툼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
을 거예요. 나만큼 다른 친구도 소중하니
까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
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소중하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므로 사랑
받고 존중받기에 마땅하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1년 동안 서로 존중
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아침
독서

운영 시간

삼리초등학교

08:40-09:10

블록1
(1,2교시)

09:10-09:50
09:50-10:30

중간놀이

10:30-10:50

3교시

10:50-11:30

점심시간

11:30-12:20

4교시

12:20-13:00

블록2
(5,6교시)

13:10-13:50
13:50-14:30

3학년
3
학년 3반
3반
선생님 연락처
031-764-2327
교실 내선번호(303)
내선번호(303)
수업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되 미리 시간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가급적 연락은
2시 이후(방과후)
2시
이후
~5시에 주시길 바라며 이후 연락이나
이후((방과후
방과후)) ~5시에
sns를 통한 연락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ns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3반을
소개합니다

3학년 3반
3반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올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공동체로 만나게 되어

3학년 3반
3반 기본 준비물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3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이기

□ 안에 체크하면서 준비해주세요. (이름 쓰기)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잘 만들어 보기 위해 서로 배
려하며 노력합시다. 우리 반 한 해 목표입니다.

□ 줄공책 2권 (3~6학년용)

공책

□ 알림장 – 메모하는 습관은 중요해요.
□ 오답노트 또는 종합장 1권

♣ 큰 꿈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 필통 -쓰고 있는 것을 가져오되, 새로 살 어린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 소통 ․ 배려 ․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이들은 떨어져도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천으로

필기도구
(필통 속에

♣ 배움의 즐거움 알아 스스로 학습하는 어린이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들)

된 필통을 추천해요.
□ 깎은 연필 4자루 이상 - 연필은 집에서 깎아
오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만 깎습니다.
□ 15cm 자

□ 빨간색색연필 □ 검은색네임펜

♥ 공정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기본
학용품

♥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겠습니다.

포트
폴리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짐작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건강 상태, 가정에서의 행동
발달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결석 후에는 다음날 결석계(질병계)를

□ 싸인펜 이나 색연필

□ A4크기 서류파일 2개-속지 없는 저렴한 것
□ 미니빗자루세트

□물티슈

□ 흰 실내화(이름쓰기)
♧ 장난감, 고가의 제품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 엄할 땐 엄하고, 칭찬할 땐 많이 칭찬하는

친구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이의 말만 듣고 미리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한 연락은 수업시간 전인 9시 이전에

□ 줄넘기

□ 그림도구(붓, 물통, 물감, 파레트 등)

생활용품

잘하는 친구보다는 노력하는 아이, 잘못을 깨달으면 인정하
고 반성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힘쓰는 아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
의 2020년이 멋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
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생 시 곧바로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부탁드리며 아동의 결석,

아요.
□ 딱풀

봉 선생님입니다.

□ 지우개

※ 칼, 가위, 컴퍼스는 안전 문제 상 가져오지 않

선생님의
선생
님의 다짐 !

♥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3학년 3반
3반 학부모님께

같이 제출해주시고, 법정 전염병인 경우 병원에서 발부한
소견서 1부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준비물, 과제 등은 학생 스스로 챙기도록 격려해 주시되 늘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은 바쁘
시더라도 매일 확인 부탁드리며 회신이 필요한 가정통신문은

♧ 핸드폰은 학교에서는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가급적 다음날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실내화, 실내화 주머니 두고 다닙니다.

◎ 투게더 알리미 어플 설치 후 자녀를 등록하시면 알림장

♧ 읽을 책 1권씩 가지고 다닙니다.

확인 및 회신 가능합니다.

♧ 매일 알림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25일까지 준비 되는대로 아동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 이기봉드림

3학년
3
학년 4
4반
반 1년의
1년의 약속 !
모두가 소중한 우리

3학년 수업 시정표
교시
아침
독서

세상은 혼자 살기보단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3학년 4반 친구들도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의 견 이 맞 지 않 아 다 툼 이
생 기 거 나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입장보다는 다른 친구
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보면 서로
를 이해하고 다툼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
을 거예요. 나만큼 다른 친구도 소중하니
까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사랑받는 사람
입니다. 물론, 선생님도 소중하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므로 사랑
받고 존중받기에 마땅하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1년 동안 서로 존중
하고 배려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운영 시간

삼리초등학교

3-4 시간표

08:40-09:10

월

화

수

목

금

블록1
(1,2교시)

09:10-09:50
09:50-10:30

1

국어

음악

국어

수학

국어

중간놀이

10:30-10:50

2

국어

사회

체육

음악

수학

3교시

10:50-11:30

3

영어

수학

창체

과학

사회

4교시

점심시간
(11:30-12:20)

4

과학

국어

영어

사회

창체

5

과학

도덕

수학

미술

체육

점심
블록3
(5,6교시)

4교시
(12:20-13:00)
13:10-13:50
13:50-14:30

6

미술

3학년 4반
4반
선생님 연락처
031-764-2327
교실 내선번호(304)
내선번호(304)
수업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전화를 이용해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되 미리 시간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주십시오. 가급적 연락은
2시 이후(방과후)
2시
이후
~4시 40분에
40분에 주시길 바라며 이후
이후((방과후
방과후)) ~4시
연락이나 sns를
sns를 통한 연락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학년 4반을
소개합니다

3학년 4반
4반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3학년 4반
4반 기본 준비물

안녕하세요!

올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공동체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쁩니다.

□ 안에 체크하면서 준비해주세요. (이름 쓰기)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잘 만들어 보기 위해 서로
배려하며 노력합시다. 우리 반 한 해 목표입니다.

□ 줄공책 2권 (3~6학년용)

공책

□ 알림장 – 메모하는 습관은 중요해요.
□ 줄 없는 종합장(스프링공책) 1권

♣ 큰 꿈을 가지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

필기도구
(필통 속에

♣ 배움의 즐거움 알아 스스로 학습하는 어린이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들)

선생님의
선생
님의 다짐 !
♥ 공정한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겠습니다.

기본
학용품
포트
폴리오

♥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떨어져도 소리가 시끄럽지 않은 천으로
된 필통을 추천해요.

잘하는 친구보다는 노력하는 아이, 잘못을 깨달으면 인정하고
반성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힘쓰는 아이, 더불어 살아
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
안 교사와 학생들이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의
2020년이 멋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이의 말만 듣고 미리
짐작하지 마시고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 깎은 연필 4자루 이상 - 연필은 집에서 깎아

관계를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만 깎습니다.
□ 15cm 자 - 눈금이 정확하게 보이는 투명자.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의 건강 상태, 가정에서의 행동

□ 지우개 □ 빨간색 색연필 □ 검은색 네임펜

발달 사항에 대한 정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 발생 시

※ 칼은 안전 문제상 가져오지 않아요.

곧바로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부탁드리며 아동의 결석, 지각,

□ 가위

조퇴 등으로 인한 연락은 수업시간 전인 9시 이전에 연락 주

□ 싸인펜 □ 투명 테이프

□ 색연필(12색 이상) □ 딱풀

□ 줄넘기

□ 그림도구(붓, 물통, 물감, 파레트 등)

생활용품

♥ 엄할 땐 엄하고, 칭찬할 땐 많이 칭찬하는

한 해 동안 3학년 4반 담임을 맡게 된 오소운 선생님입니다.

□ 필통 -쓰고 있는 것을 가져오되, 새로 살 어린

♣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린이
♣ 소통 ․ 배려 ․ 나눔을 실천하는 어린이

3학년 4반
4반 학부모님께

시면 됩니다. 결석 시에는 다음날 결석계를 같이 제출해주시
고, 법정 전염병인 경우 병원에서 발부한 소견서 1부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A4 크기 클리어파일 1권
□ 물티슈(70매이상)

□ 미니빗자루세트

준비물, 과제 등은 학생 스스로 챙기도록 격려해 주시되 늘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장 및 가정통신문은 바쁘

□ 흰 실내화(이름쓰기) □ 휴지 1통

시더라도 매일 확인 부탁드리며 회신이 필요한 가정통신문은

♧ 장난감, 고가의 제품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급적 기한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핸드폰은 학교에서는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 투게더 알리미 어플 설치 후 자녀를 등록하시면 알림장

♧ 실내화, 실내화 주머니 두고 다닙니다.

확인 및 회신 가능합니다.

♧ 읽을 책 1권씩 가지고 다닙니다.
♧ 매일 알림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 25일까지 준비되는 대로 아동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교사 오소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