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세계로 도약하는 창의적인 삼광인
교훈 : 오늘도 할 일은 하자.
【교육행정】

삼

광

주소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701
전화

【중】 958-5889

【행정】958-4340

【고】 958-3780

【팩스】959-7563

제목: 학교 석면 해체 · 제거 공사 사업설명회 개최 알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겨울 방학기간 중 본교에 ‘석면 해체·제거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해체·제거과정 등 사전 설명회를 갖고저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공사명 : 삼광고등하교 급식실 석면 해체·제거 공사
○ 일 시 : 2021년 12월 21일(화) 14:00 (설명회 10분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학교 관계자, 석면모니터단, 교직원, 학부모, 공사업체 관계자
○ 설명회 방법 : ZOOM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설명회
※ 회의 ID : 758 853 0697, 비밀번호 : 17624
○ ZOOM 참석방법
1. PC로 참여
❶ 프로그램 다운로드: https://zoom.us/download
※ ZOOM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설치
❷ 프로그램 실행 후, [회의 참가] 클릭
❸-1 ID와 이름을 입력하여 [참가] 버튼 클릭
(ID : 7588530697, 이름 : 학부모OOO, 모니터단OOO)
❸-2 (회의암호)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의참가] 버튼 클릭하여 참여
(비밀번호 :17624)
❹ 참가 옵션은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

내 비디오 끄기로 하여 참여

2. 스마트폰으로 참여
❶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ZOOM Cloud Meetings」 앱 설치
❷ 앱 실행 후, [회의 참가] 클릭
❸-1 ID와 이름 입력하여 [참가] 버튼 클릭
(ID : 7588530697, 이름 : 학부모OOO, 모니터단OOO)
❸-2 (회의암호)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의참가] 버튼 클릭하여 참여
(비밀번호 :17624)
❹ 참가 옵션은

오디오에 연결하지 않음,

내 비디오 끄기로 하여 참여

1. 삼광고등학교 급식실 석면 해체·제거 공사 일정 안내
- 공사 사전준비(예정) : 2021년 1월 11일 ~ 1월 13일 (집기이동 및 사전청소 등)
- 석면제거 공사 기간(예정) : 2021년 1월 14일 ~ 1월 19일
- 무석면텍스 설치 공사 기간(예정) : 2021년 1월 20일 ~ 1월 25일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에 따른 학교 출입금지 안내
- 감리인이 상주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석면 분진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므로
공사기간동안 공사 관계자 외에는 공사대상 건물 및 주변 출입을 금지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삼 광 고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