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 및 신청 안내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태전 교육

제2022 -133 호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여름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함께 배부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돌봄교실

각반 보육 전담사에게 7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일 : 2022년 7월 25일(월) ~ 8월 18일(목), 4주간
※ 학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2. 대상 : 학기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
3. 운영시간 및 활동 내용

운영 시간

08:30~14:30 (6시간)

활동내용

특강 활동, 개별 교과 활동, 방학 과제물, 독서, 놀이 활동 등

급식비

1식 5,500원

4. 여름 방학 중 돌봄교실 참가 시 실내화, 개인 물병, 개별 학습지 등 지참
5. 기타 사항
가. 돌봄교실 개방 시간은 08:30 ~ 14:30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하여 교실 개방 전 등
교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이용 시간을 확인하시어 등·하교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10시 이후에 출석 할 경우 미리 각 반 보육전담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급식은 선주문으로 환불이 어려우니, 신청 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중 돌봄 운영 일수에 맞게 사전에 모두 주문 완료되어 사전 결석 알림 시에도
환불 되지 않음)
라. 개별 도시락을 준비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은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실온에
도 쉽게 상하지 않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조리해 주시고 돌봄교실 내에서 냉장고
사용은 절대 불가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또한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섭취를 위
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편식(우유, 빵, 김밥등)은 지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도
시락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고 점심 식사 등을 위하여 외출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귀가처리에 해당함)
바. 방학 중 돌봄교실에서는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 원활한 급식비 징수와 급식 주문을 위하여 돌봄교실 수강 신청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 돌봄교실 참가 학생이 발열, 기침,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돌봄교실 입
실이 불가하며 자가진단 키트 및 신속항원 검사 음성일 경우 입실이 가능합니다.
자. 여름철 유행하는 전염성이 있는 수두나 눈병 등 이상이 있는 경우 보육 전담
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전염 위험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 등
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5일

태 전 초 등 학 교 장
--------------------- 절 ---- 취 ---- 선 ----------------------

2022년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참가 신청서
(

)학년 (

)반 이름 :

※ 여름 방학 중 돌봄교실 참가 신청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합니다

신청하지 않습니다.

※방학 중 돌봄교실 신청자 중 단체급식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일별 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급식 신청을 희망하지 않으시는 학
부모님은 개별 도식락을 준비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학 중 돌봄교실 단체 급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경비가 발생 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외부 업체에서 도시락 형태로 제공됩니다.
※단체 급식 신청 시 방학 중 돌봄 운영 일수에 맞게 사전에 모두 주문 완료되어 사전 결
석 알림 시에도 환불 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방학 돌봄 시작
이후 추가 급식 신청이나 취소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일
신청인 학부모 :

태전초등학교장 귀하

(인)

2022 여 름 방 학 돌 봄 교 실 급 식 신 청 서
(

)학년 (

)반 이름(

) 학부모연락처 (

)

<돌봄 일별 급식 신청 여부>
※ 아래 날짜 중 방학 중 돌봄교실 급식을 희망하는 날짜에 ○표, 출석하지 않는 날짜
에 X표 해주세요.
7/25(월)

7/26(화)

7/27(수)

7/28(목)

7/29(금)

8/1(월)

8/2(화)

8/3(수)

8/4(목)

8/5(금)

8/8(월)

8/9(화)

8/10(수)

8/11(목)

8/12(금)

8/15(월)

8/16(화)

8/17(수)

8/18(목)

희망여부

희망여부

희망여부

희망여부

광복절

급식 신청 일수 (

)일
※ 급식 단가: 1식 5,500원

※ 사전에 급식 업체에 일괄 구매 주문을 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징수가 끝나면 어떤 이유로든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학부모

태전초등학교장 귀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