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1.07 

宮崎国際大学 

学生 各位 

 

学務部   

 

 

1月 12日(火)以降の授業計画について（通知） 

 

宮崎県内の新型コロナ感染者の増加のために、本日と明日は休講となっておりますが、

下記のように授業計画が決定しましたので、お知らせします。 

 

1 月 12 日（火）から当面の間、両学部すべての授業を、オンラインで実施します。学

生の皆様は、自宅でオンライン授業（Zoom）を受講してください。 

インターネット環境が悪い学生およびパソコン操作に不慣れな学生には、2 号館に学

習室（パソコン設置）を設けています。そちらをご利用ください。 

その他の注意事項を下記に示しますので、ご確認ください。 

 

記 

 

1. 学習室（2 号館）を利用する場合は、事務局での受付が必要です。必ず事務局へ来

てください。その際、ヘッドセット（ヘッドホンとマイク）をご持参ください。 

2. 感染防止のために、オンライン授業を複数の学生が集まって受講することは避けて

ください。 

3. 宮崎県内の新型コロナ感染者が増加しています。大勢での会食も避けてください。 

4. 変更が生じた場合は連絡をします。毎日メールを確認してください。 

 

以上 

  



January 7, 2021 

Miyazaki International College 

To all students 

 

Academic Affairs Department 

 

 

Plans for Conducting Classes from Tuesday, January 12 (Notice) 

 

Classes were canceled today and tomorrow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ith the 

new coronavirus in Miyazaki Prefecture. Plans for conducting classes from next week are as follows. 

 

From Tuesday, January 12, all classes in both Schools will be held online for the time being. Students are 

encouraged to attend online classes (Zoom) from home. 

 

For students with poor internet environments and students who are unfamiliar with how to use a computer, 

classrooms (equipped with computers) will be available for use in Building 2.  

 

Please check the precautions below. 

NOTE 

 

1.  If you want to use a classroom (Building No. 2), you need to register at the administrative office. Please 

be sure to come to the administrative office before using any facilities. At that time, please bring a 

headset (headphones equipped with a microphone). 

2.  To prevent infection, avoid having multiple students attend online classes together. 

3.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ith the new coronavirus in Miyazaki Prefecture is increasing. Please 

avoid dining in large numbers. 

4.  We will contact you if any changes occur. Please check your email every day. 

 

END 

  



2021.01.07 

미야자키 국제 대학 

학생 여러분 

  

학무부 

  

  

1 월 12 일 (화) 이후의 수업 계획에 대해 (공지) 

  

미야자키 현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증가로 인해 오늘과 내일 수업은 휴강되었습

니다만 아래와 같이 수업 계획이 결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1 월 12 일 (화)부터 당분간 두 학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실시합니다. 학생 여러분은 집

에서 온라인 수업 (Zoom)을 수강하여 주십시오. 

인터넷 환경이 좋지않거나 PC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2 호관에 학습실 (컴퓨터 설

치)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기타 주의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아 래 

  

1. 학습실 (2호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접수해야합니다. 반드시 사무국으로 와 

주십시오. 사무국에 올 때, 반드시 헤드셋 (헤드폰과 마이크)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2. 감염 방지를 위해 온라인 수업을 여러 학생이 모여 수강하는 것은 피하여 주십시오. 

3. 미야자키 현내의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여러사람이께하는 회식도 

삼가하여 주십시오. 

4.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메일로 공지합니다. 매일,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