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年 4月 23日 

保護者貴下 

大阪金剛インターナショナル中高等学校 

校 長 尹 裕 淑 

 

緊急事態宣言発令に伴う中高授業形態に関するご案内 

 

平素は学校教育活動にご理解ご協力を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さて、本日、4月 25日(日)～5月 11日(火)の期間、「非常事態宣言」が発令されました。

そこで、中高では対応策として、対面授業とオンライン授業を組み合わせた授業を下記の通

り実施致します。保護者の皆さまには、ご負担をおかけいたしますが、生徒の安全・健康管

理を心がけていただきますよう、ご協力お願い致します。 

 また、今年度より中 1・高 1は全員タブレットの購入していただき、通常の授業およびオ

ンライン授業などで活用しています。中高２・３年生につきましても、コロナ禍への対応、

ICT教育推進の中、タブレットの購入をご検討される場合は、推奨機種がございますので担

任にご相談下さい。 

 

記 

 

１．対面授業(登校)とオンライン授業予定日 

      4/24(土) 

      登校 

4/25(日) 4/26(月) 4/27(火) 4/28(水) 4/29(木) 4/30(金) 5/1(土) 

 ｵﾝﾗｲﾝ授業 登校 ｵﾝﾗｲﾝ授業 休校 登校 休校 

5/2(日) 5/3(月) 5/4(火) 5/5(水) 5/6(木) 5/7(金) 5/8(土) 

休校 休校 休校 休校 登校 登校 休校 

5/9(日) 5/10(月) 5/11(火)     

休校 休校 登校     

※変更の場合、ミマモルメおよびホームページ、Facebookでお知らせいたします。 

 

２．オンライン授業に関する内容 

 ① googleクラスルームを使用（各教科で練習済み） 

 ② 通常の時間割で実施 

 ③ 出欠の取り扱いは登校時と同じ 

 ④ wi-fi状況などの不具合などがあった場合、学校に連絡してください。 

   ０６－４７０３－１７８１ 

 

※ご家庭の wi-fi 環境が整っていない場合や不具合がある場合は、登校して授業を受ける

ことができますので、担任にご相談ください。 

  



2021 년 4 월 23 일 

학부모님 귀하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중고등학교 

교  장 윤 유 숙 

 

긴급사태선언발령에 따른 중고등학교 수업 진행 관련 안내 

 

평소 본교의 교육활동을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령된 4.25.(일)~5.11.(화) 「비상사태선언」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중 1, 고 1 학생들은 전원 태블릿 PC 를 구입하여 평상시 수업 및 

온라인수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2,3 학년 학생들 중에서 코로나 대응 및 

ICT 교육을 위해 태블릿 PC 구입을 고려하는 경우, 수업 호환성을 고려하여 기종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긴급사태선언 발령 기간 중 대면(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 계획 

      4/24(토) 

      등교 

4/25(일) 4/26(월) 4/27(火) 4/28(水) 4/29(木) 4/30(金) 5/1(土) 

 온라인수업 등교 온라인수업 휴일 등교 휴교 

5/2(日) 5/3(월) 5/4(火) 5/5(水) 5/6(木) 5/7(金) 5/8(土) 

휴일 휴일 휴일 휴일 등교 등교 휴교 

5/9(日) 5/10(월) 5/11(火)     

휴일 휴교 登校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미마모루메] 및 [학교 홈페이지], [페이스북]으로 안내 드립니다. 

 

２．온라인 수업 안내 

 ① google 클래스룸을 이용 (각 교과 별로 준비 및 연습 완료) 

 ② 평소 시간표와 동일하게 실시 

 ③ 출결 처리는 평소 등교 수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④ wi-fi 상황, 전파 불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06-4703-1781 

 

※ 각 가정의 wi-fi 환경 등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기 어려운 경우 등교하여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담임 선생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