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1-189호

가정통신문

2021학년도 체육행사 및 축제(느티제) 안내

광주중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 발전을 위해 언제나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학년도 체육행사 및 축제(느티제) 운영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체육행사 및 축제(느티제)를 대면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후 방역지침 및 등교 상황에 따라 행사 일정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변
동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없었던 광주중
학교 학생들에게 학년 말,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1. 12. 24.(금) 1교시~6교시(09:15~15:30)
현재 코로나19 대응 심각단계로 감염병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이 최대 57일 이내
신청 가능(담임교사와 사전 협의 후 계획서 사전 결재를 통해 진행 가능)

2. 장소 : 운동장 및 각 반 교실
3. 대상 : 전교생
4. 운영내용
가. 1~3학년 모두 대면 프로그램 운영하나, 기상 악화 발생 시 학년 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교내에
서 운영한다.(학급 단체줄넘기(운동장) 대체 프로그램으로 교실에서 체육 관련 영상을 시청함)
나. 본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클래스 영상으로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가.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 영상제, 단체 줄넘기, 반별 단합게임의 프로그램을 학년 별로 동선이 겹치
지 않도록 나누어서 운영한다.
나. 크리스마스 카드 쓰기, 영상제, 반별 단합게임은 각 반 교실에서 운영한다.
다. 영상제는 개인 장기자랑, 동아리발표 등으로 구성되며, 사전 영상 제출을 받아 예선을 치른 후 편
집한 영상을 각 반 교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준비물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급은 담임 선생님이 보관한다.
마. 행사 전 코로나19 본교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반의 경우 원격으로
실시하며, 기상 악화 및 미세먼지 수준이 매우 나쁨 수준일 경우 세부 운영내용에 따라 축제 내용
을 조정하여 운영한다.

- 1 -

5. 세부 프로그램 운영
시

간

1학년

2학년

09:00-09:15

3학년

비 고

식전 축하공연(풍물반)

운동장

1~5반
학급단체줄넘기(운동장)

09:15-09:55

크리스마스 엽서쓰기

1, 3학년 교실

반별 단합게임

6~9반

(몸으로 말해요, 림보, 딱지치

심폐소생술 영상시청(교실)

2학년

기, 제기차기, 병뚜껑 날리기,

1~5반

교실 및

신발양궁, 인물퀴즈)

운동장

심폐소생술 영상시청(교실)

10:05-10:45

영상제

6~9반

(담임 임장)

학급단체줄넘기(운동장)
1~5반
10:55-11:35

크리스마스 엽서쓰기

학급단체줄넘기(운동장)
반별 단합게임

1, 2학년 교실

6~10반

(몸으로 말해요, 림보, 딱지치

심폐소생술 영상시청(교실)

3학년

1~5반

교실 및

기, 제기차기, 윗몸 일으키기+
11:45-12:25

팔굽혀펴기, 팔씨름, 병뚜껑 날

영상제

리기, 신발양궁, 인물퀴즈)

심폐소생술 영상시청(교실)

운동장

6~10반

(담임 임장)

학급단체줄넘기(운동장)
12:25-13:35

점심시간(3-2-1학년 순으로 식사)

식당

동아리 발표 및 찬조공연, 도서관 행사
13:00-13:35

운동장
도서관

(핫플레이스, 경화여중 나빌레라, 광주중앙고 챠밍 댄스팀
: 코로나19 상황 발생 및 기상 악화 시 영상으로 대체함)
1~4반

13:35-14:15

14:25-15:05

학급단체줄넘기(운동장)
5~7반

반별 단합게임

크리스마스 엽서쓰기

2, 3학년 교실

(몸으로 말해요, 림보, 딱지치

심폐소생술 영상시청(교실)

기, 제기차기, 윗몸 일으키기

1학년

1~4반

+팔굽혀펴기, 팔씨름, 병뚜껑

교실 및

심폐소생술 영상시청(교실)

날리기, 신발양궁, 인물퀴즈,

5~7반

영상제

코끼리코 제자리 멀리뛰기)

운동장
(담임 임장)

학급단체줄넘기(운동장)
15:05-

종례 후 귀가

각 반 교실

6. 유의사항
가. 등교 전 자가 진단을 철저히 실시하여 등교한다.
나. 활동 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며,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다. 당일 귀중품을 가지고 등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각자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행사 진행 중 무단 외출한 학생들은 제17조 선도위원회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마. 전체교사는 축제 진행 시 전 학년 학생들의 안전 지도와 질서를 책임진다.
바. 경기 및 활동 종료 시 모든 학급은 행사 뒷정리를 깨끗이 하도록 한다.

2021. 12. 14.

광 주 중 학 교 장
☆ 광주중학교 교무실(☎ 76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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