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 마스크 항공기 배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10일 제주지역 약국에서

는 계획보다 적은 물량이 판매됐다.

제주도약사회는 도매상으로부터

공급 받기로 한 마스크 7만3500장

중 2만2200장을 배송 문제로 판매하

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도내

약국 294곳 중 148곳에서는 1곳당

100장씩만 판매했다. 당초 약국별로

마스크 250장이 판매될 예정이었다.

도내 약국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도착 예정인 김포발 항공편으로 7만

3500장 마스크 전량을 공급 받을 계

획이었지만 물류 배송 작업이 지연

되고 제주행 항공편 감축으로 인해

다른 항공편 물색이 늦어지는 바람

에 5만1000여장만 팔 수 있었다. 나

머지 2만2200장은 이날 오후 늦게

제주에 도착했지만 수송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당일 판매는 불가능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둔 학

부모 A씨는 개학 연기에 고민이 크

다. 두 학교에서 온라인 가정학습을

안내받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

해야 할지 막막해서다. 개학 연기 2

주째인 지금까지도 EBS와 에듀넷

등 사이트에 올라온 교육자료를 어

느 선까지 학습하면 좋을지 전달받

지 못했다.

A씨는 학교가 안내해 준 것은 온

라인 학습이 가능한 사이트 주소와

간단한 과제를 담은 학습지 정도였

다 며 EBS와 전자 교과서 등을 활

용해 가정학습을 하라고 하지만 그

내용이 광범위해 아이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고 말했다.

개학이 오는 23일로 미뤄지면서

가정 내 온라인 학습이 안내되고 있

지만 학습 공백 을 메우기에는 역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별

가정학습법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

하지 않은 탓이다. 이는 다른 지역

에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가정학습

예시를 제시하고 나선 것과 대조적

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홈페이지 메인 화

면에 코로나19 대응 가정학습코너

를 만들었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생까지 클릭 한 번으로 자신에게 맞

는 온라인 학습공간에 접속할 수 있

는 공간이다.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세

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년에 맞는

가정학습 시간표와 자기주도학습 계

획서도 올려놨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가정학습을 돕

기 위해 홈페이지에 코로나19 E정

보실 을 뒀다. 이와 함께 모든 학교

가 교과별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독

서활동을 안내하도록 집콕 독서 예

시자료를 마련해 실었다.

제주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곳이

있다. 제주제일중학교가 한 예다. 제

주제일중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e학

습터 이용법을 안내하면서 가정학습

시간표를 함께 전달했다. 각 학년으

로 나눠진 시간표를 보면 요일마다

과목별로 익힐 단원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맞춰 가정에서도 학습

진도를 정하고 온라인 강의를 듣도

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사례에 그친다.

가정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온라인 학습이 단순 안내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개설 중인 온라인 학습방이 운영되

면 교사와 학생 간의 학습 분량 안

내,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며 온라인을 통한 가정학습이 제대

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별로 좋은

사례를 공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

게 접촉한 이들이 자가격리에서 모

두 해제되는 시점이 오는 16일 0시

로 나타났다. 앞으로 5일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날 기준 도내 자가격리자는 31명이

다. 이들은 모두 3번 확진자

(48 여)와 4번 확진자(46 남)와 밀

접하게 접촉한 이들로, 오는 16일 0

시까지 순차적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그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자는 총 248명(도내 확진자 접촉자

21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 32명)

이었으나, 10일을 기준으로 217명이

격리에서 해제된 것이다. 하지만 일

부 격리자들이 심리상담 과정에서

우울함을 호소하거나, 사회로 돌아

갔을 때 타인의 시선과 경제적 어려

움 등의 우려를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격리 기간 중

외출 통제로 인한 불편해소와 생계안

정을위해생활비및생필품을지원하

고 있다. 최대 145만7500원까지 지원

되는생활비의경우는현재까지총 49

건의 신청이 접수, 이중 37건(969만

원)이 지급완료됐다. 송은범기자

코로나19에 개학이 3주간 연기되면

서 긴급 돌봄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

르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

학교에서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

지 운영되는 긴급 돌봄을 신청한 유

아와 학생은 모두 3959명이다. 지난

2일 정부가 3월 9일로 연기했던 개

학을 23일로 다시 미루면서 돌봄 수

요를 추가 조사한 결과다.

개학이 1주 연기된 이달 초와 비

교하면 긴급 돌봄 신청자는 절반 이

상 증가했다.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운영됐던 긴급 돌봄에는 현재보다

1325명(50.3%) 적은 2634명이 신청

했었다.

긴급 돌봄 신청률은 유치원이 가

장 높았다. 도내 원아 6446명 중에

1602명이 신청해 24.8%의 신청률을

보였다. 특수학교 3곳에선 전체 학생

478명의 22.2%(106명), 초등학교

(1~3학년) 99곳에선 2만337명의 11

%(2251명)가 신청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2일부터 긴

급 돌봄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5시

에서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11일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단, 수요에

따라 시행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도교육청은 오후 7시까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유치

원과 학교에 권고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제주지역 대학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일제히 개강을 연기했지만 개강 이

후에도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진다.

제주대 등 4개 대학은 집합 수업을

지양하라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이

달 16일 개강 이후 2주간 온라인 수

업 등 비대면 강의를 진행한다.

제주대 비대면 강의는 ▷이러닝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제

주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수업도우

미 ▷웨벡스(Webex)나 구글 클래

스룸 등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모델이 운영된다. 제주대는

2020학년도 1학기 총 15주 강의 중

2주는 비대면, 13주는 대면 강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대는 또한 출석 미달로 인한

성적 불인정 사태를 막기위해 2020

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과 변경

기간을 당초 3월 16일~4월 10일에서

3월 16일~4 월 8일로 2일 축소했다.

제주국제대도 2주 동안 원격 수업,

과제물 활용 등의 방식으로 재택 수

업을 벌인다.

제주한라대 역시 개강 후 2주에

걸쳐 온라인 수업을 운영한다고 공

지했다. 온라인 수업은 제주한라대

교수학습지원센터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는 방식이다. 제주관광대도

개강 이후 2주간 비대면(재택) 수업

운영 계획을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사 회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5

새싹 돋아난 수국 봄비가 내린 10일 제주시 구좌읍 해안도로변 수국에 초록색 새싹이 올라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강희만기자

3월에 툭 던져진 숙제 온라인 가정학습

제주지역에서 47년 만에 가장 빨

리 개화한 진달래가 관측됐다.

기상청은 지난 3일 제주지역에

서 올봄 첫 진달래가 개화한 것으

로 공식 관측됐다고 10일 밝혔다.

기상청은 표준 관측목 한 가지

에서 꽃이 세 송이 이상 활짝 피

었을 때 공식 개화로 인정한다.

도내 진달래 관측목은 제주지방

기상청 부지에 심어져 있다.

올해 제주 지역 진달래 개화 시

기는 기상청이 전국 관측을 시작

한 1973년 이래 가장 빨랐던 것

으로 나타났다. 또 평년(3월 31

일)과 비교하면 28일 일렀다. 이

전까지 제주 진달래가 가장 빨리

핀 해는 2013년(3월 6일)이었다.

진달래와 함께 대표적인 봄꽃

인 개나리와 벚꽃은 아직 공식적

으로 관측되지 않았다.

기상청은 봄꽃 개화 관측 시

기가 전반적으로 빨라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며 특히 개나리,

진달래, 벚나무의 개화일 간격은

짧아지고 이중에서도 개나리와

진달래의 경우 거의 동시에 피는

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제주지역 겨울철 평균기

온은 9.6℃로 1961년 제주도 합

계 기상통계가 작성된 이후 59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