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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찾아온 무더위와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때에 
귀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부산시 교육청은 등교수업 조정 매뉴얼을 안
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학기 학사 일정 안내를 드리오니 확인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
을 위해 개인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개학 후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8/26 8/27 8/28 8/29
전체 원격 수업 (~8/31)

8/30 8/31 9/1 9/2 9/3 9/4 9/5
전체 등교 중등반 대면 수업 (고등반 원격 수업)
(등교수업OT)

9/6 9/7 9/8 9/9 9/10 9/11 9/12
고등반 대면 수업 (중등반 원격 수업)

 ※ 등교 3일전 자가건강검진 실시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등교 

2. 기숙사 입소 안내
 2.1 기숙사 입소일 : 2020년 8월 31일 (월) 20:00 
 2.2 기숙사 입소 대상 학생 : 2020년 1학기 기숙사 입실생과 동일 (2인 1실, 13명)
  ※ 9.1 (화) 2학기 O.T 후 고등반 기숙사 입실생(타시도 제외) 귀가 (하단 수업 운영 방안 참고)

  ※ 기숙사 입소 대상 학생 중 입실 희망 학생은 입소 희망 동의서, 학생 건강 자가진단 기록지
를 작성하여 입소 당일 교무실로 제출

3. 수업 운영 방안 (부산시 교육청 지침) 
 □ 학교 밀집도 유지 : 2/3 권장 → 중등반, 고등반 격주 대면 수업, 원격 수업 병행

  ※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변화 또는 이에 따른 2학기 등교수업 운영 방안에 변경이 있을 경우 추
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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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운영

9.1 (화) 9.2 (수) ~ 9.4 (금) 9.7 (월) ~ 9.11 (금)

중등반
(종려나무반, 에셀나무반)

방학과제 제출 (9:30)
2학기 O.T

방학과제 발표
학생회의

대면 수업 원격 수업

고등반 
(상수리나무반, 포도나무반) 원격 수업 대면 수업

기숙사 안내
(2인 1실)

일정 후 고등반 
기숙생 귀가

서울, 경기, 경북 학생 
중등반 기숙생 (10명)

서울, 경기, 경북 학생 
고등반 기숙생 (8명)

※ 기숙사 입실 학생 주말 간 귀가 (서울, 경기, 경북 외 지역)

이럴 땐,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함께 사는 가족(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게 된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4. 문 의 : 051-974-0320~1

2020년 8월 25일

장 대 현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