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진주교육대학교 학생 여러분!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아 재택수업이 6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양질의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교수님들의 노고 역시 감사드리며 안
내의 글을 씁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의 사회적 거리유지 실천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일의 경우를 고려하여 교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학사일정을 결정하였
습니다.
1. 4월 27일로 예정되었던 대면수업 실시를 한 학기동안 무기한 연기하고 비대면 수업을 지
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코로나19사태가 종식단계로 접어들면 대면 수업 실시를 결정하
고 최소 실시 1주일 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2. 4학년 임용준비 지원을 위해 4월27일부터 대학 도서관의 스터디룸과 조모임실을 운영하고,
원하는 4학년 학생들에게 생활관도 1인1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 대학원은 각 강좌별로 교수와 학생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5월 2일(토)부터 부분적으로 대
면수업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대학 자체로 수립한 ‘코로나19 대응 대면수업 매뉴얼’에
따라 대면수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학사일정 결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정부는 5월5일까지 민간부문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습
니다. 그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학교들의 대면 개학 논의도 가능해질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5월 5일 이후 상황을 고려해 대면수업 실시에 대해 다시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둘째, 학사일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 교수님들께서 32명이 의견을 주셨고 5월 4일 대면수업
실시 의견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1,129명이 참여하여 789명
(70%)이 2주 이상 재택수업 연장을 선택하였고, 400여명 이상이 추가의견을 주었는데 대다수
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 학기 재택수업 실시를 원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다만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임용준비를 위해 학교 시설 이용을 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대다
수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코로나19의 감소세는 완연하지만 다수의 지역 대학들(부산대, 경상대, 대구지역 7개 대
학 등)이 속속 한 학기 재택수업 실시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대면 수업일
을 2주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이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여 한 학기 재택수업 실시를 공지하고 추후 상황이 안정되면 대면수업
실시를 공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입니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 체제로 하자는 학생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
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한 우려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린 결정이었음을 알립니다.
건강하길 바라며 교정에 학생들의 밝은 미소와 웃음소리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이 넘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지원과장 박초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