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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학기 원격 수업 연장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에 따른 수업 결손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실시한 원격수업을 아래와 같

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기간: 2020.04.01.(수) ~ 상해시교육위원회 등교 승인 전

2. 초⦁중등 원격 수업 일과표(*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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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1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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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가. 초등 각 학년별⦁영어⦁중국어 주간계획을 홈페이지에 안내함

 나. 중등 각 학년별 수업지도계획을 홈페이지에 안내함

 다. 원격수업 세부사항 및 디지털교과서 이용 안내, 재중한국학교 원격수업시스템 안내 등은 가정통신문 

2020-4호(2020.03.12.) 참고

2020. 03. 26. 

상 해 한 국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