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때에 ‘원격 수업 운영 계획’ 발표에 따라 실시된 파일럿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
다. 장대현학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학습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등교 수업 전까지 원격
수업을 실시하오니, 온라인 개학 시 학생들이 차질없이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
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격 수업 운영 안내 1. 참여대상 : 전교생 (중등 3학년, 고등 3학년 학생은 원격 수업 시간표가 변동됩니다.)
2. 원격 수업 기간 : 4월 16일 (목) 부터 등교 수업 전까지
3. 원격 수업 반별 ZOOM 접속 ID

ZOOM 회의 ID

개별 수업
ZOOM 회의 ID

중등 1
(종려나무반)

중등 2, 3
(에셀나무반)

고등 1학년
(상수리나무반)

고등 2, 3학년
(포도나무반)

445 567 5892

803 479 3206

703 439 5567

281 503 8751

개별수업 1

개별수업 2

(약속의 땅)

(로뎀나무)

283 907 3388

984 690 9601

※ 원격 수업 기간 시간표: 네이버 학교 밴드, 홈페이지 공지 참조

4. 원격 수업 기본 방침
1) 원격수업(운영플랫폼) : 구글클래스룸, ZOOM, band 운영
2) 시간표 및 일과운영표 학교홈페이지, 학교 band 공지
3) 수업 형태 : 쌍방향 실시간 수업, 콘텐츠 활용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5. 학생 사전 준비 사항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 ZOOM 어플 미리 설치
- 노트북이나 일반PC : ZOOM 다운로드 (https://zoom.us/support/download)
- 수업 시작 전에 ZOOM 회의 ID로 접속 (반드시 해당 학급 ID에 접속)
- 아이디나 비번 분실 시 담임/교과선생님께 문의
6. 원격수업 대비 스마트기기 지원 안내
- 쌍방향 원격수업 가능 통신기기 : 스마트폰, 태블릿(갤럭시탭, 아이패드), 노트북, 일
반PC(단, 웹캠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위 스마트기기중 어느 하나라도 없는 경우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태블릿pc 1대 지원.
(스마트폰 보유 시 스마트기기 필수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 대상은 담임 교사를 통해 요청)

7. 학생 주의사항
- 원격수업에 접속되지 않으면 담임/교과 선생님께 연락하여 최대한 빨리 접속할 것
- 수업에 참여하여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여 대화할 것
-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 및 모욕 행위는 학교 폭력 사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각
별한 주의 요망
- 수업은 화면과 소리를 통해 여러 학생에게 공유되므로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 저작권법 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수업에서만 이용 가능하
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 수업 중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쳐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
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8. 문 의 : 051-974-0320~1

2020년 4월 13일

장 대 현 학 교 장

“통일한국 건설에 쓰임 받는 자가 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