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y 15, 2020  

 

친애하는 학부모님, 보호자 및 학생 여러분께 

 

Re: COVID-19 정보 게시판 

 

오늘 주정부가 발표했던 것과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간제 교실 수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전환이 각 가정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격 학습과 필수 서비스 근로자(essential service workers)들의 

자녀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는 교육부와 주 보건당국의 지휘를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는 

학생들과 직원들,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저희는 Bonnie 

Henry 박사와 WorkSafeBC가 조언하는 모든 지침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주 

정부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일할 것입니다.  주 정부의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문서는 여기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에서 COVID-19과 맞서 싸우는 데에 있어서 개선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족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 BC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학교 수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학교는 BC주의 재시작 계획(Restart Plan) 중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제 재시작을 하는 것은 9월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향후 몇 주간이 학생들과 직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에게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학교로 

복귀하는 전환이 교육청 전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약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두려움 때문에 자녀들을 집에 데리고 있고 싶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준비가 되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수 주간 학교 

내에서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계획들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채택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가동될 준비가 된 저희 시스템이 

학교에서 성공적일 것이라고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3 단계로 넘어가면서, 준비를 마치고, 교내 수업을 다시 하는 우리 학생들을 

환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 탄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단계 지침 원칙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원칙들을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1. 모든 학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한다.  

2. 필수 서비스 근로자(essential service workers)들의 자녀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지원한다. 

4.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3단계 기대 사항  

아래 보이는 표에서는 3단계에서 시행될 교실 내 수업을 위한 최소치 기준을 보여드립니다. 

학년 수업 일수 퍼센트 

K-5  주 2~3일 약 50% 

Grade 6-7  주 1일 20%  

Grade 8-12  주 1일 20%  

https://www.sd35.bc.ca/wp-content/uploads/sites/2/2020/05/2020PREM0026-0008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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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계획을 도와줄 정보 수집  

교육청은 다음 주에 가족분들로부터 저희 계획을 도와줄 정보를 모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내 수업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돌아올 것인지 알기 위해 여러분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요청드린 기한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모든 학생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육적인 필요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계속해서 여러분과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3단계 시행에 앞서 3월 22일에 가족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해 드릴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답을 찾고자 일하는 

동안 여러분이 인내심을 발휘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단계로의 연속  

이번 주에 저희 교육청은 더 많은 필수 서비스 근로자(essential service workers)들의 자녀들을 맞이하였습니다.  현재 약 400여 명의 

학생들을 교육청 전역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들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원격 

수업을 제공할 것이며 건강과 안전에 관한 지원도 할 것입니다. 

 

이제 연휴를 맞아 가족분들과 휴식의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Sincerely, 

 

 

 

 

Gord Stewart  

Superintendent of 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