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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1, 2학년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전면 실시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학년, 2학년은 격주로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의 과목이 단방향 원격수업의 방식을
취했습니다만, 8월부터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원격수업 중 가정이나 기타 다른 장소 어디에서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트북, 태블릿 등과 같은 전자 기기를 잘 준비해주고, 인터넷 접속 환경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덧
붙여 교사와 학생이 영상으로 만나면서 출석 확인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자 기기에 내장형 또는 외장형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수업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잘 준비ㆍ관리해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 본교 원격수업 방식 변화
시기

방 식(①~④의 순서대로 실시함)

수업의 중심 도구
(인터넷 플랫폼)

① 교사가 EBS 온라인클래스에 수업 자료를 탑재함
원격수업

② 학생은 해당 시간에 해당 과목의 온라인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이수함

시작일부터

③ 교사는 온라인클래스에서 학생의 수업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7.31(금)까지

EBS 온라인클래스

④ 교사는 해당 수업의 미이수 학생에 대해 이수를 독려하고, 최종 미이수 학
생 명단을 교무부에 전달함
① 교사가 ZOOM(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업방을 개설함
② 학생은 해당 시간에 해당 과목의 수업방에 들어가서 수업을 이수함
* 수업방 주소는 한글 문서의 시간표 상에 해당 과목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접속됨)

8.3(월)부터

③ 교사는 수업 시간에 출결 확인을 함

2학기 전 기간

④ 교사는 해당 수업의 미이수 학생에 대해 이수를 독려하고, 최종 미이수 학

(기간은 변동 가능)

생 명단을 교무부에 전달함

ZOOM

* 불가피한 상황(코로나 의심 증상 등으로 인한 결시, 인터넷 등의 장애로 인한 접속 불가 등)
에 따른 수업 결손을 방지하고자 ZOOM 수업이 자동 녹화되도록 한 후, 추후 영상을 EBS
온라인클래스에 탑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줄 예정임.

■ 주의사항 및 기타 안내사항
▲ 데스크탑 PC나 구형 노트북과 같이 카메라가 없는 전자 기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웹캠을 준비, 장착
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실시간 수업에는 인터넷 접속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휴대폰보다는 일반 PC, 노트북, 태블릿 등으
로 수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ZOOM 주소가 링크되어 있는 수업 시간표는 학교 홈페이지(http://hanam.hs.kr) 공지사항 608번의 첨부파
일을 다운받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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