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성이 따뜻한 예의바른 어린이, 배움이 즐거운 지혜로운 어린이, 꿈이 자라는 건강한 어린이

2021 장당초 건강체력교실 신청 안내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46 (우17785)/www.jangdang.es.kr/ ☎611-8928(대표)

함께 나누며
바르게 성장하는
행복교육 실현

장당초등학교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며 자신의 건강체력을 키우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2021 장당초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강체력교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자기 주도적 체력증진 습관을 정착시키고 개개인별 맞춤형 지도와 함께 실제적인 체력향상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활 동 명

준비물

비고

1. 외발자전거 스포츠클럽

-

학기 중 주 1회
(방과 후 13:20~14:10, 월요일 예정)

2. 보건교사와 함께하는 건강교실

-

학기당 1회

3. 상담교사와 함께하는 자존감 찾기 수업

-

학기당 1회

4.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건강체력교실

-

하계 및 동계 방학 중 2주일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6. 11.

장 당 초 등 학 교 장
-----------------------"-------------------"-------------------"-------------------"-----------------------

장당초 건강체력교실 신청서
※희망하는 란에 ○ 해 주세요.

아동명 : (
학부모 연락처 : (

<참가>

)학년 (

)반

이름(
)

)

<불참>

위의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일
보호자명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
본인(부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와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목적 : 2021학년도 장당초 건강체력교실 운영을 위하여 학생(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합니다. 동의 받
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수집 항목 : 성명, 학번, 학부모성함 부모 휴대폰 번호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다만, 법령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파기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 철회, 열람 및 정정, 삭제요구가 있을시 학교 업무담당자 또는 행정실에 즉시 요구하십시오. 다만 동의 거부
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일

장당초등학교장 귀하

보호자(법정대리인) :

(인/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