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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원격수업 전환

사랑하는 HIS 학부모 여러분 ,

우리 학교는 3 월 2 일(수 ) 정상적으로 개학을 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즐겁게 오리

엔테이션과 수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매일 코로나 19 현황을 파악하는 중 , 최근 고등학생들 중

확진자수(현재 37 명 )와 등교 중지 학생수(현재 86 명 , 52.5%)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개학 후 첫 2 주간 코로나 19 상황을 살피며 운영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더 이상의 확산 방지

를 위해 고등학생들은 3 월 10 일(목 ), 3 월 11 일 (금 ) 이틀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

립니다. 해당 기간 중 통학생들은 가정에서, 생활관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은 정상 등교합니다.)

이후에도 코로나 19 상황을 살피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되고 HIS 구성원들 모두 건강하고 기쁘게 가르치며 배울 수 있

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 년 3 월 9 일(수 )

한동글로벌학교 교감 (교장 직무 대행) 백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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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Students Switching to Distance Learning

March 9 (Wednesday), 2022

Dear HIS Parents,

Our school opened normally on March 2 (Wednesday), and students and teachers have been enjoying

orientation and classes while seeing each other face to face. However, while checking the status of

COVID-19 each day, we found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currently 37)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ve stopped attending school (currently 86, 52.5%) among high school students is

increasing.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we

adjust school operation during the first two weeks of school while monitoring the COVID-19 situation, we

have decided that high school students switch to distance learning for two days on March 10 (Thursday)

and March 11 (Friday) to prevent further spread. During this period, commuting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distance learning from home, while dormitory students will participate in distance learning from the

HIS library.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will attend school normally.)

We promise to continue to monitor the COVID-19 situation and do our best to ensure that students learn

in a safe environment. Please pray that the COVID-19 situation will be stabilized soon and all HIS

members will be able to teach and learn in a healthy and joyful way.

Hamin Baek, Ph. D.

Vice Principal (Acting Principal)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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