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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성장 그리고 꿈이 있어 행복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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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늘 관심을
쏟아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자기 탐색 그리고 생태 교육을 위해 7월 13일(화)에 일일형 교외
체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외부 체험활동을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외로 나가 가치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과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된 학년의 날 세부 일정을 확인해보신 후 동의서에 학부모/학생 각각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시어
7월 1일(목)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외 활동에 동의하시지 않으실 경우 해당 요일에 교내에서
미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일정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일시: 2021년 7월 13일(화요일)
2. 장소: 칼봉산 및 아홉지기 마을
일정

장소

프로그램 내용

08:50

학교

학교 출발

비고

경비 무료

칼봉산 브릿지 짚라인 - 화장실 이용

9:30~10:00
10:00~12:30

가평군 가평읍
경반안로 477-11

- 장비 착용(안전 장비, 헬맷 등)
- 안전교육 및 동의서 작성

(대체 프로그램)

- 정상으로 차량 이동
- 짚라인 체험 실시(1~8코스)

아홉지기 마을 목공체험

12:30~13:00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38
(브릿지 짚라인에서

13:00~13:40

6.3km거리)

가평교육지원청 지원
※기신청 학생, 당일
컨디션 저하로 짚라인
체험 어려운 학생은
대체 프로그램(목공
체험 – 도마 만들기)
운영

- 휴식 및 간식(빵, 음료 등)
- 대체프로그램 학생 합류
- 이동 및 학교 도착

2021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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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일정 및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확산세에 따라 변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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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교외 활동이 취소될 경우 교내에서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조종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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