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학년도 2학기 원격수업 출결 안내

  안녕하십니까?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4-6학년은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우리 학교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출결 방안을 자세히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출결확인 :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별 매 수업시간으로 실시, 불량접속 확인시에만 3일(수업일 기준) 내 최종 확인

 

수업유형 출결 확인 방법 비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 당일(해당 수업시간)이 원칙
· 접속불량 등으로 대체학습을 
제공한 경우 3일 내 최종 확인

-해당 수업시간에 문자나 전화로 확인이 된 
경우만 수업일 기준 3일 내 확인 후 인정함
-연락이 없는 경우는 결석(결과) 처리

온라인 수업
(콘텐츠 활용)

· 당일(해당 수업시간)이 원칙
· 접속불량 등으로 당일 학습이 어
려운 경우 3일 내 학습 최종 확인

-해당 수업시간에 문자나 전화로 확인이 된 
경우만 수업일 기준 3일 내 확인 후 인정함
-연락이 없는 경우는 결석(결과) 처리

    ※ 수업일 기준 3일 이내 뜻 : 수업일을 포함한 3일(휴무일 제외) 
      (예시- 월요일 수업인 경우 수요일까지 출결 확인, 금요일 수업인 경우 다음주 화요일까지 출결 확인)
    ※ 유의사항 : 해당 차시에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접속불량)를 제외한 사유로 미참여한 학생은 

해당사유별로 결석(결과) 처리함
      (예시- 해당 수업이 있는 시간에 학원에 가는 경우 결과 처리, 해당 수업이 있는 시간에 연락 

두절인 경우 결과 처리)

   2. 출결 기록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메뉴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 기록

     가. 출석처리 : 쌍방향 수업(실시간 이수), 콘텐츠 활용수업(매 차시 70% 이상 실시간 이수) 모두 이수 

     나. 결과처리 : 해당 교시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해당 요일 결과 처리
         예시- 화요일 1교시 수학 쌍방향 수업 들어오지 않음, 다른 수업 모두 이수 → 화요일 결과처리
               수요일 3교시 국어수업 65% 이수, 다른 수업 모두 이수 → 수요일 결과처리
  

   3. 원격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가. 쌍방향 수업 : 화면(얼굴), 실시간 댓글(플랫폼, 별도 학급방)등을 활용해 확인
     나. 콘텐츠활용 중심 수업 : 실시간 진도율로 확인(매 차시 70% 이상 실시간 이수)
 

   4. 기타
     가. 당일 해당차시에 수업을 듣지 않은 경우 담임선생님이 연락하고 출결상황을 알립니다.
     나. 등교중지 대상학생은 원격수업 수강이 원칙 ‘출석’처리, 미수강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
     ※ 등교중지 대상학생 : 확진받은 학생, 격리통지 받은 학생, 동거인이 격리통지 받은 학생, 코로나 의심증상학생

2021년 8월 24일

포천노곡초등학교장

제2021-137호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

2021.� 8.� 24.

담당� :�김�철

☎ 교무실 (031) 535-0551, ☎ 행정실 (031) 535-8030, FAX (031) 536-0135  (우) 11112 이동면 성장로 869번길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