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年 5月 7日 

保護者貴下  

金剛学園中高等学校 

校長 尹裕淑 

 

臨時休校措置継続および分散型登校のお知らせ 
  

時下ますますご健勝のこととお慶び申し上げます。平素は、本校教育活動にご理解ご協

力を頂き、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さて、政府より「緊急事態宣言」が５月３１日まで延長されました。本校では臨時休校

措置を継続したまま『分散型登校』を実施し、学校再開に向けた準備をすることになりま

した。保護者の皆様には引き続き、ご理解ご協力の程よろしくお願い致します。 

  

● 臨時休校期間：５/１１（月）～ ５/３０（土） 

 

● 分散型登校 

１．５／１１(月)～２２(金) オンライン授業＋分散型登校 

 月 火 水 木 金 

登校時間 登校学年 登校学年   登校学年 

13:00-15:00 
中１ 中２   中３ 

高１ 高２   高３ 

 

２．５／２５(月)～５／３０(土) 分散型登校 （※高校特進のみオンライン授業あり） 

 月 火 水 木 金 

登校時間 登校学年 登校学年   登校学年 

10:30-12:30 
中１ 中２   中３ 

高１ 高２   高３ 

13:30-15:30 
中３ 中１   中２ 

高３ 高１   高２ 

 

３．その他 

 (1) 登校日の学年はオンラインでの朝礼はありません。 

 (2) 登校しない場合でも欠席扱いにはなりません。欠席の場合、担任に連絡をしてください。 

 (3) 通常の授業やクラブ活動は行いません。 

 (4) お子様が登校した際に、手洗いに加えてアルコール消毒を実施します。 

 (5) マスクの着用とハンカチまたは手拭きタオルを必ず持たせてください。 

 (6) ウォーターサーバーの使用はできません。必要な場合は飲み物を持参してください。 

 (7) 登校前に必ず検温をし、体温が平熱より１℃高いもしくは 37.5度以上の場合は 

登校を控えてください。また、咳などの呼吸器疾患が見られる場合も登校を控えてく 

ださい。 

※学校からの配信メール（ミマモルメ）、ホームページを随時ご確認下さい。   



2020 년 5 월 7 일 

학부모 귀하  

金剛学園中高等学校 

校長 尹裕淑 

 

임시 휴교 조치 연장 및 분산형 등교 안내 
 

평소 저희 금강학원 교육 활동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지침으로 “긴급사태선언”이 5 월 31 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본교에서는 

임시휴교조치 연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분산형등교”를 실시하여 학교재개를 향한 준비 

를 취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시 휴교 기간 : 5/11(월) ~ 5/30(토) 

 

● 분산형등교 

 1. 5/11(월) ~ 22(금) 온라인 수업 + 분산형 등교 

 월 화 수 목 금 

등교 시간 등교 학년 등교 학년   등교 학년 

13:00-

15:00 

중１ 중２   중３ 

고１ 고２   고３ 

 

 ２．5/25(월) ~ 30(토) 분산형 등교 （※고등학교 특진반은 온라인 수업 있음） 

 월 화 수 목 금 

등교 시간 등교 학년 등교 학년   등교 학년 

10:30-

12:30 

중１ 중２   중３ 

고１ 고２   고３ 

13:30-

15:30 

중３ 중１   중２ 

고３ 고１   고２ 

 

 3．그 외 

 (1)  등교하는 학년은 온라인수업 및 조례는 없습니다.  

 (2)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결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평소 수업과 클럽활동은 없습니다.  

 (4) 아이들이 등교할 때에는 손 씻기와 함께 알코올 소독을 하도록 지도 부탁드립 

니다.  

 (5) 마스크 착용, 손수건, 타월을 반드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6) 학교 정수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 음료수 등을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7) 등교 전에는 반드시 체온 측정을 하고, 체온이 평소보다 1℃ 혹은 37.5℃ 이상 

   일 경우는 등교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침이나 호흡기질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등교를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미마모루메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