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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학기 원격 수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에 따른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우리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기간: 2020.03.16.(월) ~ 03.31.(화)

2. 초⦁중등 원격 수업 일과표

 가. 초등 일과표

오전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일정표 오후 학생 과제학습 중심 수업 일정표

교시 시간 비고 교시 시간 1학년 2학년 3~6학년 비고

조회 08:50-09:00 출석 및 건강상태 확인 1 13:10-13:30

-오전 화상

수업에 대한 

과목별 과제

학습 실시

-교과목 특

성 및 당일 

과제학습량 

고려하여 자

율 조정 가

능

1 09:00-09:20

수업 20분

휴식 5분

2 13:30-13:50

2 09:25-09:45
3 14:00-14:20

3 09:50-10:10
4 14:20-14:40

4 10:15-10:35
5 14:50-15:10

5 10:40-11:00
6 15:10-15:30

6 11:05-11:25
7 15:40-16:00

7 11:30-11:50

8 16:00-16:208 11:55-12:15

종례 12:15-12:25 주요전달사항 안내 -쉬는 시간은 2교시 마다 10분

  나. 중등 일과표

교시 시    간 비  고 오후 학생 과제학습 중심 수업 일정표

조회 08:20 ~ 08:30 담임
- 매시간 35분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

업을 실시

- 20분 쉬는 시간을 각 2회 운영하여, 

쉬는 시간 동안 스트레칭 권장 및 충

분한 휴식으로 온라인수업으로 오는 

눈의 피로를 줄이되 8교시 및 학교 일

과 시간을 확보하여 수업 운영을 출석 

수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

- 8교시 이후 80분 동안(15:20~16:40) 

각 교과별 과제를 해결하는 과제학습 

실시

1 08:30 ~ 09:05 수업 35분

휴식 10분2 09:15 ~ 09:50

체조 09:50 ~ 10:10 20분 휴식

3 10:10 ~ 10:45 수업 35분

휴식 10분4 10:55 ~ 11:30

점심 11:30 ~ 12:10 식사 40분

5 12:10 ~ 12:45 수업 35분

휴식 10분6 12:55 ~ 13:30

체조 13:30 ~ 13:50 20분 휴식

7 13:50 ~ 14:25 수업 35분

휴식 10분8 14:35 ~ 15:10

종례 15:10 ~ 15:20 담임



3. 원격 수업 세부사항 안내 

 가. 공통

     -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화상 수업 실시

     - 교사가 개설한 회의 ID를 학생과 공유하고 온라인 학급방에 입장하여 수업 실시

     - 매 시간 출석 점검, 건강 상태 확인, 질의응답, 수업 자료 복습, 과제 수행 시간 포함

     -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재중한국학교 원격수업사이트에 자료 탑재

     - 오후 시간은 과제 해결 등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학습 실시

 나. 초등

     - 오후 자기주도학습은 1학년은 4교시까지, 2학년은 6교시까지, 3~6학년은 8교시까지 실시를 원칙

으로 하나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 과제 완료 후 상해한국학교 원격수업사이트에 탑재하여 담임교사⦁교과교사의 피드백 실시

 다. 중등

     - 수업지도계획서(학년별) 배부  수업지도계획서(학년별) 자료 홈페이지 안내

     -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정규 시간표 운영  학급 위챗방에 담임 교사가 안내

     - 각 반별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2020.03.13.(금) 10:00)  학급 위챗방에 담임 교사가 사전 안내

    

4. 재중한국학교 원격수업시스템 안내

   - 재중한국학교 원격수업시스템 (http://www.koreaschool.study) 또는 상해한국학교 원격수업사이트

(http://skoschool.koreaschool.study)에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학년별, 과

목별 수업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한다. 

재중한국학교 원격수업시스템 메인 화면 상해한국학교 원격수업사이트 메인 화면

5. 디지털교과서, 교과서PDF 이용 안내

 가. 에듀넷(http://www.edunet.net) 회원가입(혹은 회원정보(학년) 업데이트)

     - 학교명에 학교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시 학교명 뒤에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상해한국학교 --> 상해한국학교(초), 상해한국학교(중), 상해한국학교(고)

 나. 디지털교과서 웹뷰어 접속( http://webdt.edunet.net)

 다. 교과서와 관련한 출판사 정보를 업데이트 후 사용가능하므로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음

2020. 03. 12. 

상 해 한 국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