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 2021 - 129호

교무실: ☎ 02) 899-7670
행정실: ☎ 02) 899-7671
담당자: 김 면 수

❀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등교방안 안내 ❀
학부모님께
금일 정부에서는 9월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사전에 교직원회의를 실시하였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안(3-4학년 3일 등교, 5-6학년 2일 등교에 45% 찬성) 가장
높은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 설문조사 결과(2021.9.2.) 1안(3-4학년 3일 등교, 5-6학년 2일 등교) 45%, 2안 39.7%, 3안 15.3% 찬성

이에 설문결과와 교직원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학년별 등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운영 중간이라도 새로운 거리단계 발표 시 방역당국의 지침에 의거 다시 안내할 예정이며,

10월 4일 이후 4단계 연장시에는 별도의 설문 없이 5-6학년과 3-4학년 등교수업을
교대로 실시하여 학년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균형을 맞춰 갈 예정입니다.
※ 3-6학년 원격수업일 중 부모님들의 직장일로 가정내 보호자가 없을 시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여 학교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9월 6일 이후 학년별 등교방안(4단계)
적용기간

9.6. ~ 10.3.(4주)

수업방법

등교수업

대상학년

유치원
1∙2학년

원격수업
등교수업
3~6학년

1학년 오후돌봄

코로나19 돌봄

운영

운영
(기존시간대로 운영)
※기존 입급자 중 희망자 대상

※기존 대상자
※추가 신청자
(담임께 신청)

□ 4단계 학년별 등교방안(유치원∙1-2학년 매일 등교, 3-4학년 3일 등교, 5-6학년 2일 등교)
월

화

수

목

금

1·2학년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3학년

등교수업

등교수업

원격수업

원격수업

등교수업

4학년

등교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원격수업

원격수업

5학년

원격수업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원격수업

6학년

원격수업

원격수업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교수업

※ 학년별 세부적인 일정 안내는 담임선생님께서 안내 예정

□ 3단계시 : 유치원 및 초등 전 학년 등교수업 예정

□ 9월 6일 이후 학년별 시정표(쉬는 시간 5분, 점심시간 단축 운영)
※ 시정표 일부 변경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 최소화 및 급식실 분산 운영을 위함
학년
교시(시간)

~09:10
1 교시
2 교시
3 교시
4 교시
점심
5 교시
6 교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실 입실 완료(아침활동 진행)
09:10 ~ 09:50

09:10 ~ 09:50

09:10 ~ 09:50

09:10 ~ 09:50

09:10 ~ 09:50

09:10 ~ 09:50

09:55 ~ 10:35

09:55 ~ 10:35

09:55 ~ 10:35

09:55 ~ 10:35

09:55 ~ 10:35

09:55 ~ 10:35

10:40 ~ 11:20

10:40 ~ 11:20

10:40 ~ 11:20

10:40 ~ 11:20

10:40 ~ 11:20

10:40 ~ 11:20

11:20 ~ 12:00
11:25 ~ 12:05 (3.4교시 블록운영)
12:05 ~ 12:45
(점심 35분)
(점심 40분)
(4.5교시 블록운영)
12:00 ~ 12:40
12:10 ~ 12:45
12:00 ~ 12:40
12:40 ~ 13:20
(5교시)
(점심 40분)
(5교시)
(4.5교시 블록운영)
12:45 ~ 13:25 12:45 ~ 13:25 12:40 ~ 13:20
유치원 급식
13:25 ~ 14:05 13:25 ~ 14:05
(11:20분부터)
(점심 35분)
11:25 ~ 12:00

11:25 ~ 12:05

11:20 ~ 12:00
11:25 ~ 12:05 (3.4교시 블록운영)
12:05 ~ 12:45
(점심 40분)
(4.5교시 블록운영)
12:00 ~ 12:40
(점심 40분)
(5교시)
12:45 ~ 13:25 12:40 ~ 13:20
13:25 ~ 14:05

13:25 ~ 14:05

□ 교사 코로나19 2차 접종으로 인한 수업방법 변경

9.2.(목) - 9.10.(금)(7일간)

적용기간
수업방법

변경 전

변경 후

쌍방향 원격수업

쌍방향 원격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증가

대상학년

3~6학년

※ 별도의 휴업이나 수업 변경 없이 수업교사가 콘텐츠 활용 수업 중심으로 운영
※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보호
※ 수업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담임선생님께서 안내 예정

□ 학교방역 주요활동 안내(9.6. ~ )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① 매월 1, 3주 토요일 교실, 특별실, 화장실 등 소독 및 전문 방역 실시
② 방역지원인력 운영 및 지속적인 복도 소독, 방역수칙 준수 지도
③ 급식실의 밀집도 분산을 위한 유치원 1개 학급, 1개 학년 교실 배식 실시
※ 유치원 1개 학급은 9월 6일부터 교실 배식으로 전환
※ 6학년 : 4개 학년이 등교하는 4단계 시 급식실 배식, 전면등교 또는 5개 학년 이상이 등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 시는 교실 배식 예정)

④ 등교학생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및 특이사항 확인
※ 협조사항 : 각 가정의 학생들은 매일 등교전 반드시 자가진단 실시해 주시고 특이사항 발생 시 담임교사와
상의 후 등교 바람

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시 등교 또는 출근하지 말고 반드시 선별 진료소 방문∙검사 실시

2021년 9월 3일

안 현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