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13, 2020
친애하는 학부모/ 가디언 여러분,
COVID-19 Information Bulletin 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 사회가 기다리던 봄방학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가족 여러분들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안전한 배움의
환경을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돕고자 교육부와 주정부 보건당국에서 내린 지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날마다 새로이 바뀌는 정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 알려드리는 가장 최신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여러분의 학교 웹사이트의 맨 하단에서도 연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로의 링크
Fraser Health Authority’s website (Fraser 보건 당국 웹사이트)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 website (BC 질병 통제 센터 웹사이트)
주정부 보건 당국으로부터 내려온 여행 지침과 조치
•

주정부 보건 당국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캐나다 밖으로의 불필요한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권고는 워싱턴주의 벨링햄 지역 국경을 건너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

여러분이 캐나다 밖으로 여행을 한다면 귀국 후에는 14 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

만일 어떠한 증상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의 주 의료인이나 지역 보건소, 혹은 8-1-1 로 연락하십시오. 캐나다로
돌아온 후에 아프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최근 여행에 대해 말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감염을 막을 수 있나요? (정보 제공처 : BC 질병 통제 센터)
감염을 막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기적으로 손을 씻는 것과 얼굴에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

비누와 물을 사용해서 최소 20 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비누와 물을 사용하는 것은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입니다.

•

만일 개수대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다면 알코올이 들어간 손세정제((ABHR-알코올이 들어가서 손을
비비면서 소독할 수 있는 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다면 닦아낼 수 있는 천을
사용하여 닦은 후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마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에는 일회용 휴지나 팔꿈치 부분의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으세요.

•

손이 닿는 표면을 주기적으로 청소와 살균하세요.

•

음식이나, 음료 등을 함께 나눠 먹거나 식사 도구 등을 같이 사용하지 마세요.

잠재적 COVID-19 발생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무엇인가요?
전 세계적인 유행병 비상대책
교육청은 모든 학생과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다짐)합니다. 바이러스의 노출을
취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처를 함께 취할 것입니다. 교육청 내의 학생들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 철자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비상대책을 만들어 전 세계적인 유행병 비상대책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건물
시설 관리 직원들은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위해 청소와 소독 같은 적절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직원들은 학생들과 제대로 된 손 씻기 연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임시 휴교 가능성
우리 학교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육부와 Fraser 보건 당국으로부터의 지침을
지속적을 따르게 될 것이며, 당국과 친밀하게 일할 것입니다. 임시 휴교 결정은 보건 당국이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본인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말지는 각자 여건에 따라 여러분이 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떠한 사유로든 여러분 혹은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집에 자녀를 데리고
계시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주십시오.
업데이트
어떠한 정보가 생긴다면 학교 지역 사회와 그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봄방학 중에도, 또 개학 후에도
교육청 웹사이트 상에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MyEDBC 상에 있는 여러분의 정보(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이 최신의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봄방학이 끝나자 마자 가능한한 빨리 학교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시기 적절하게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Sincerely,

Gord Stewart
Superintendent of 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