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학사운영 및 등교수업 안내

대  상: 학부모
담당자: 교무혁신부
(☎070-7099-8878)

  안녕하십니까? 부원교육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기본 학사운영 및 등교수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학교보건법 및 코로나예방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학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학년도 학사운영(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

   가. 등교유형 결정 지표 기준 

지표 기준

확진율 재학생 확진자 비율 3% 이상(본교 기준 약 14명)

등교중지비율 재학생 등교중지자(확진+격리) 비율 15% 이상(본교 기준 약 69명)

   나. 학사운영 유형 

유형 내용

유형① 정상교육활동 전 학생이 등교,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

유형②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전 학생이 등교,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제한

유형③ 일부등교 + 일부원격수업 밀집도 조정 등을 통해 일부 학급(학년) 등교 및 원격수업 실시

유형④ 전면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수업 실시

   다. 등교유형 결정 

지표 기준 적용 등교 및 학사운영 유헝

확진율, 등교중지비율 기준 이하 유형① 정상교육활동

확진율, 등교중지비율 중 1개 해당

유형② 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유형③ 일부등교 + 일부원격수업(선제적 감염예방)

(일부 학급 또는 학년에서)

확진율, 등교중지비율 모두 초과
유형③ 일부등교 + 일부원격수업

(모든 학년에서)

확진율, 등교중지비율 모두 초과
유형④ 전면 원격수업(부천교육지원청 협의로 조정)

단, 1~2학년은 매일 등교 원칙

   라. 본교 등교유형

     1) 3월 2일부터 전학년 등교수업 실시

     2) 원격수업 전환 상황 발생 시 신속 안내  



   마. 세부 시정표 

1~2학년 3~6학년

08:40~09:00
등교 및 발열체크

(2,3,6학년: 중앙현관, 1,4,5학년: 과학실 출입구)
1,2학년 08:50~09:00 / 3,4학년 08:40~08:50

09:00~09:40

09:40~10:20 
1, 2교시(블럭수업) 1, 2교시(블럭수업)

10:20~10:40 쉬는 시간 쉬는 시간

10:40~11:20

11:20~12:00
3, 4교시(블럭수업) 3, 4교시(블럭수업)

12:10~12:50 유, 1, 2학년 점심식사 5교시

12:50~13:30 5교시 3~6학년 점심식사

13:30~14:10 6교시

   바. 2022학년도 주요 학사일정(상세 학사일정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학기 일정 일자 수업일수

1학기

시업식 및 입학식 3.2.(수)

98일
1학기 학교장재량휴업일 5.6.(금)

여름방학식 7.22.(금)

여름방학 7.23.(토)~8.16.(화)

2학기

개학식 8.17.(수)

93일
2학기 학교장재량휴업일 9.13.(화)

졸업식, 종업식 12.30.(금)

학년말방학 12.31.(토)~2.28.(화)

 2. 신입생, 재학생 코로나19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참여 안내

자가진단 

시스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 건강상태 자가진단 (교육부)’앱 설치

건강상태

자가진단

① 매일 등교 전(8시 전)에 제출
②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시 등교 불가
③ 해열제 및 감기 치료제 복용 시 등교 불가
④ 체크 오류 시 다시 제출하면 됨(24시간 수정 가능)
⑤ 자가진단 시스템 문제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위 계획은 정부 지침 및 부천 지역 코로나 확진자 현황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부원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