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담임을 맡게 된 교사 조현주입니다.
자녀와 소통
￭ 자녀의 원활한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과 소중하고 알찬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생활을 위해
☻ 1학년 목표: 스스로 척척! 배려가 쑥쑥! 다함께 행복한 꼬마 시민 공동체 이동 경로, 활동 내용,
시간 약속, 약 먹는 방법
우리 친구들이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익혀, 학교생활의 첫 단추를 잘 채우고
등을 미리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 학교 현관에서는
훌륭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신발 탁탁
학부모님의 격려와 신뢰 부탁드립니다.
3번 털기!

당부 말씀
학교생활안내
￭ 9시 등교(지각 하지 않기)
￭ 개인 간식, 장난감,
게임기 등 필요없는
물건 가져오지 않기
￭ 전화기는 등교시
전원 끄고 가방에 넣기
￭ 대변은 아침에 누고
오는 것이 좋아요^^

연락처

개인준비물
￭ 실내화, 개인 옷들
(모두 이름 써주세요.)
￭ 개인 물병★, 칫솔,
치약, 휴지, 물티슈
￭ 연필 3자루, 지우개
(모두 이름 써주세요.)

☎교실:
031-764-2327
(내선번호:801)
☻ 되도록 2시~4시 사이에
통화 부탁드립니다.

￭ 알림장, 유인물 확인
(신청서: 절취선을 잘라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허가체험학습은
3일 전까지 신청하기
￭ 지각이나 결석 시
미리 문자 주세요.
￭ 수업 중 전화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 학급밴드 가입하기
2020 삼리초 1학년 1반

☞ 네이버 밴드(담임이 초대예정)

아이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것은
적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2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담임을 맡게 된 교사 김진아입니다.
자녀와 소통
￭ 자녀의 원활한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과 소중하고 알찬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생활을 위해
☻ 1학년 목표: 스스로 척척! 배려가 쑥쑥! 다함께 행복한 꼬마 시민 공동체 이동 경로, 활동 내용,
시간 약속, 약 먹는 방법
우리 친구들이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익혀, 학교생활의 첫 단추를 잘 채우고
등을 미리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 학교 현관에서는
훌륭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신발 탁탁
학부모님의 격려와 신뢰 부탁드립니다.
3번 털기!

당부 말씀
학교생활안내
￭ 9시 등교(지각 하지 않기)
￭ 개인 간식, 장난감,
게임기 등 필요없는
물건 가져오지 않기
￭ 전화기는 등교시
전원 끄고 가방에 넣기
￭ 대변은 아침에 누고
오는 것이 좋아요^^

연락처

개인준비물
￭ 실내화, 개인 옷들
(모두 이름 써주세요.)
￭ 개인 물병★, 칫솔,
치약, 휴지, 물티슈
￭ 연필 3자루, 지우개
(모두 이름 써주세요.)

☎교실:
031-764-2327
(내선번호:802)
☻ 되도록 2시~4시 사이에
통화 부탁드립니다.

￭ 알림장, 유인물 확인
(신청서: 절취선을 잘라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허가체험학습은
3일 전까지 신청하기
￭ 지각이나 결석 시
미리 문자 주세요.
￭ 수업 중 전화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것은
적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3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담임을 맡게 된 교사 이수정입니다.
자녀와 소통
￭ 자녀의 원활한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과 소중하고 알찬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생활을 위해
☻ 1학년 목표: 스스로 척척! 배려가 쑥쑥! 다함께 행복한 꼬마 시민 공동체 이동 경로, 활동 내용,
시간 약속, 약 먹는 방법
우리 친구들이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익혀, 학교생활의 첫 단추를 잘 채우고
등을 미리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 학교 현관에서는
훌륭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신발 탁탁
학부모님의 격려와 신뢰 부탁드립니다.
3번 털기!

당부 말씀
학교생활안내
￭ 9시 등교(지각 하지 않기)
￭ 개인 간식, 장난감,
게임기 등 필요없는
물건 가져오지 않기
￭ 전화기는 등교시
전원 끄고 가방에 넣기
￭ 대변은 아침에 누고
오는 것이 좋아요^^

연락처

개인준비물
￭ 실내화, 개인 옷들
(모두 이름 써주세요.)
￭ 개인 물병★, 칫솔,
치약, 휴지, 물티슈
￭ 연필 3자루, 지우개
(모두 이름 써주세요.)

☎교실:
031-764-2327
(내선번호:803)
☻ 되도록 2시~4시 사이에
통화 부탁드립니다.

￭ 알림장, 유인물 확인
(신청서: 절취선을 잘라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허가체험학습은
3일 전까지 신청하기
￭ 지각이나 결석 시
미리 문자 주세요.
￭ 수업 중 전화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것은
적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4
안녕하세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담임을 맡게 된 교사 김경수입니다.
자녀와 소통
￭ 자녀의 원활한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들과 소중하고 알찬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교생활을 위해
☻ 1학년 목표: 스스로 척척! 배려가 쑥쑥! 다함께 행복한 꼬마 시민 공동체 이동 경로, 활동 내용,
시간 약속, 약 먹는 방법
우리 친구들이 기본 생활 습관을 잘 익혀, 학교생활의 첫 단추를 잘 채우고
등을 미리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배려를 통해 사회성을 기를 뿐 아니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 학교 현관에서는
훌륭한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신발 탁탁
학부모님의 격려와 신뢰 부탁드립니다.
3번 털기!

당부 말씀
학교생활안내
￭ 9시 등교(지각 하지 않기)
￭ 개인 간식, 장난감,
게임기 등 필요없는
물건 가져오지 않기
￭ 전화기는 등교시
전원 끄고 가방에 넣기
￭ 대변은 아침에 누고
오는 것이 좋아요^^

연락처

개인준비물
￭ 실내화, 개인 옷들
(모두 이름 써주세요.)
￭ 개인 물병★, 칫솔,
치약, 휴지, 물티슈
￭ 연필 3자루, 지우개
(모두 이름 써주세요.)

☎교실:
031-764-2327
(내선번호:804)
☻ 되도록 2시~4시 사이에
통화 부탁드립니다.

￭ 알림장, 유인물 확인
(신청서: 절취선을 잘라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학교장허가체험학습은
3일 전까지 신청하기
￭ 지각이나 결석 시
미리 문자 주세요.
￭ 수업 중 전화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것은
적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