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学校再開と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拡大の下での学校生活について

平素は、本校教育活動にご理解、ご協力をいただき誠に有り難うございます。

明日(9/3(金))から学校が再開されることをお知らせします。再開にあたってご説明いたします。

本校は、従来から大阪府教育庁私学課の指示のもと、他校とも連携しながらその対策を行って

きました。この基本方針は今後も継続いたします。

しかし、新型コロナウィルス感染第５波の猛威が収まらない状況下で、生徒や保護者の皆さま

が学校生活に不安を感じることも多々あることも事実です。

そこで、生徒や保護者が不安を感じることなく、この緊急事態を乗り越えていくために、本校の

緊急事態宣言時の対応を今一度確認し、以下の通り実施する事をお知らせいたします。ご理解

をいただき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記

１．期間：9月3日(金)～11日(土)

２．授業形態

：教室での授業とオンライン授業を併用して、授業を進める

３．出席の取扱

：在宅でオンライン授業を受講する場合も欠席扱いとはなりません。

＊当日の朝までに新型コロナを理由に自宅待機する旨をお伝えください。（できるだけ

Gmailでお知らせください。複数日の場合は日程をお知らせ下さい。)

４．登校とオンラインの併用

：期間中、登校する日と、在宅でオンライン授業を受ける日の日数に制限はありません。

５．授業以外の取扱

：期間中は、部活動や補習授業の参加は強制的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すべて生徒と保護

者の間で参加不参加をご判断ください。

６．その他

：上記の内容は、従来からお伝えしてきた内容を踏襲しています。従って、新型コロナ感染

拡大の状況により１．の期間以降も必要に応じ適用するものとご理解下さい。

　但し、目的以外の適用は許可しませんので、詳細は学校に問い合わせ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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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귀하

학교법인 백두학원
건국중・고등학교
교 장 이 종 건

학교 재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수 증가 중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본교 교육 활동에 대한 이해와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9/3(금) 부터 학교를 재개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재개하는 데 있어서 안내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는 이전부터 오사카부 교육청 사학과의 지시 아래, 다른 학교와도 제휴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 방책은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5차의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불안을 느끼시는 보호자님도 많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학생과 보호자 여러분의 불안을 덜어 드리고 지금의 긴급사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본교의 긴급사태 선언 기간 중의 대응을 재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모쪼록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기간 : 9월3일(금) ~ 11일(토)

2. 수업 진행 형태
: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함

3. 출석에 대한 내용
：재택으로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 단, 수업 당일 아침까지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 관계로 자택에서

대기시키신다는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Gmail로 알려 주시고, 장기간인 경우는 전체 일정을 알려
주십시오.)

4. 등교일과 온라인 수업일 병행 날짜수
: 위 기간 중, 등교일과 재택 온라인 수업일의 날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수업 이외의 활동
: 위 기간 중, 동아리 활동이나 보충 수업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과
보호자님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오. 의무는 아닙니다.

6. 기타
: 위 내용은 종래의 방침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차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상황에 따라 1. 의 기간 이후에도 운영하게 될 수 있사오니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 단,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허가가 불가능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