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꿈을 디자인하는

체(體), 인(仁), 지(知)금화교육
전 화 957-2063

12.3 수능 관련
등교 시간 조정 안내

FAX 957-998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감염병 예방
과 교육부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11.19~12.3)’을 운영함에 따라 12월
3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아침 등교수업 시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
하여 운영하고자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가. 12월 3일(목) 아침 등교수업 시간 조정 사항
1) 대상학년: 12월 3일 등교 학생만 해당(2학년, 3-6학년 중 등교 대상 학생)
2) 등교시간 조정안내
조정내용

등교시간

비고

기존
조정

08:40~09:00
09:30~09:50

*당일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만
등교시간이 적용됨

3) 등교시간 조정으로 인한 수업시간은 학급별 별도 안내(SNS)
3) 원격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기존 시간대로 그대로 운영
4) 원격학습지원 학생(긴급돌봄)도 위 등교시간에 맞추어 등교

나. 학교안 밀집도 조정에 따른 안내사항
1) 교육부‘건강상태 자가진단’앱을 이용해 매일 아침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담임선생님께 온라인으로 제출 후 등교
2) 등교학생은 마스크 착용, 개인 물병 지참 등교
3) 학부모님들께서도 사전승인 없는 학교안 출입 제한

다. 기타 원격학습 관련 사항은 담임교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안전한 등교수업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2020.11.25.

금 화 초 등 학 교 장

(교 육 부

안 내 )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11.19.~12.3.)’을
운영하여 수험생의 감염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11월 21일 임용고시를 하루 앞두고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관련 확진자가 76명(22일 12시 기준)이
나오고 600여 명이 검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염확산에 대한
과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 사례와 같이 수능 직전에 수험생에게 집단감염이 발생
한다면 이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될 것입니다.
※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도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응시 가능

○ 이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9만 수험생을 위한
최선의 조치는 사전에 감염이나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는 수업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는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원 및 교습소의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또한 수험생이 있는 가정의 다른 구성원들도 수능 1주일전부터는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안전한 수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올 한 해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오셨을 모든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