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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5단계 격상’으로 인한 원격수업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원격수업은 모두 수업일수와 시수로
인정받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원격수업을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안내

1. 원격수업 출석 처리
가. 교과수업 진도율이 30% 이상 충족해야, 해당 교과 담당교사가 출석으로 처리함.
나. 수업 교시별로, 교과수업 진도율 30% 이상 도달해야만 ‘교과 출석’으로 인정함.
(예) 국어 교과의 경우

※ 따라서, 해당 일자별로 교과수업의 교시별 진도율을 30% 이상 도달해야, 교과 출석으로 인정함

2. 3학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전기고) 원서접수와 시기가 맞물려, 원격수업으로
운영하지 않고 등교수업을 합니다.
(11월 30일 이후 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재공지)
학년 구분

11월 19일(목) – 11월 20일(금)

11월 23일(월) - 11월 27일(금)

1학년

등교 수업

원격 수업

2학년

원격 수업

등교 수업

3학년

등교 수업

등교 수업

3. 학년별 시간표를 확인한 후, 원격수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 참고 : [학교 공지사항]- [열린마당 507번 게시물] - 2020학년도 2학기 학급별 시간표

4. 원격수업 시 유의 사항
가. 원격수업 시에는, 담임교사가 안내한 쌍방향 원격 회의방에서 조회와 종례를 합니다.
나. 원격수업 중 다음 사항을 유의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1) 개인 ID(학생) 및 비밀번호 외부 노출 금지
2) 대리 수업 강요 및 협박 금지
3) 온라인 상의 욕설 및 따돌림 등의 사이버 폭력 금지
4) 학습방 URL, 비밀번호 외부 노출 금지 (외부인 무단 접근 사전 차단)
5) 정보통신윤리 지키기 (온라인수업 넷티켓 준수, 초상권과 인권침해 하지 않기)
다.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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