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햇살처럼 따스한 맘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린이
http://www.bitgaon.es.kr 학교 전화번호 : 02-2169-1400

빛가온초 2021-273호
담 당 : 교무기획부

2022학년도 개학에 따른 학사 운영 기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학년도 개학을 맞이하여 학사 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방안(경기도교육청)
2. 학사운영 지표

지표①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지표②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
※ (확진율) 학교 단위 확진율 적용
(등교중지율) 학급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적용 가능
3. 학사운영 유형 및 기준
학사 운영 유형

내용

적용 기준

유형
1

정상교육활동

전 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 실시

지표①，지표② 모두 기준 이하

유형
2

전체등교 +
교육활동 제한

전 학생이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지표① 기준 초과 또는
지표② 기준 초과

유형
3

일부 등교 +
일부 원격수업

학급 또는 학년 단위 원격수업
실시

지표①，지표② 모두 기준 초과

유형
4

전면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수업 실시

지표① 기준이 초과이면서，모든
학년이 지표② 기준 초과

※ 유형3의 학급 또는 학년 단위 원격수업: 학교 자율 결정
※ 학교별 탄력적 적용 가능에 따라 두 지표 중 한 가지 충족(유형2)하나 선제적 감염 예방 목적으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등교+일부 원격수업(유형3)’으로 조정 가능
※ 연간 가정학습 최대 허가 일수는 57일로 운영
(가정학습 이외의 사유로는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표 기준 초과 예시
- 확진율 3% 초과 예: 전교생 1588명 시 48명
- 학급 단위 등교중지 비율 15% 초과 예: 학급 30명 시 5명
- 학년 단위 등교중지 비율 15% 초과 예: 학년 263명 시 40명

5. 개학 일시: 2022년 3월 2일(수) 09:00까지 새 학년 학급으로 등교(2~6학년)
3교시 실시 후 하교, 급식은 3월 3일(목)부터 실시
1학년(신입생)은 신입생 입학식 안내장 참조
6. 시정표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시

운영 시간

교시

운영 시간

교시

운영 시간

등교

08:50-09:00

등교

08:40-08:50

등교

08:40-08:50

1교시

09:10-09:50

1교시

09:10-09:50

1교시

09:10-09:50

쉬는시간

09:50-09:55

쉬는 시간

09:50-09:55

쉬는시간

09:50-09:55

2교시

09:55-10:35

2교시

09:55-10:35

2교시

09:55-10:35

쉬는 시간

10:35-10:40

쉬는 시간

10:35-10:40

쉬는시간

10:35-10:40

3교시

10:40-11:20

3교시

10:40-11:20

3교시

10:40-11:20

쉬는 시간

11:20-11:30

쉬는 시간

11:20-11:30

쉬는시간

11:20-11:30

4교시

11:30-12:05

4교시

11:30-12:05

쉬는 시간

12:05-12:10

쉬는 시간

12:05-12:10

점심시간

11:30-12:10

점심시간

12:10-12:50

5교시

12:10-12:45

4교시

12:10-12:45

쉬는 시간

12:45-12:50

쉬는 시간

12:45-12:50

5교시

12:50-13:30

점심시간

12:50-13:35

5교시

12:50-13:30

쉬는시간

13:30-13:35

6교시

13:35-14:15

6교시

13:35-14:15

※ 등교 시 교문 통과 후 진입로(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2, 5학년 오른쪽 중앙현관 직진 진입, 3, 4, 6학년 왼쪽 현관(야외학습장 방향) 진입

2022. 2. 24.

빛가온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