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HDSB 의 학교 접근 - 초등학생 학부모/후견인에 대한 규범
학교 진입시 학부모/후견인의 의무:
1. 학교 접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허락됩니다:
a. 호흡기 질환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b. 학교 진입 날짜로부터 과거 14 일 이내에 캐나다 국외 여행을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c. COVID-19 확진자 또는 COVID-19 유사 증상자(발열, 새로 생긴 기침, 호흡곤란)를
간호했거나 접촉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학교를 방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중 보건 당국의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적 자가평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a. 만 70 세 이상 고령자입니까?
b. 면역력이 약화되었거나 기저 질환이 있습니까?
c. 고령자 또는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까?
학교에 접근할 수 없을 경우,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2. 1 명의 학부모/후견인에 한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 동안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동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학교 자원을 반납할 때는 지정된 탁자/용기에 놓아두십시오. 다른 물품은 만지지 마십시오.
내년부터는 홀턴지역교육청(Halton District School Board) 관할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빌린 기기를 반납해야 합니다(해당할 경우).
4. 유치원 – 5 학년: 학생 개개인의 물품은 학생 성명을 적은 라벨을 붙여 교실 내 책상에
올려놓은 비닐봉지에 들어 있습니다. **자녀의 홈룸 교실 번호 및 담임교사 성명을 메모해
오시기 바랍니다**
5. 7–8 학년:
o 로커에 든 모든 물품을 담아 갈 비닐봉지를 집에서 가져오십시오(학교 소유 물품은
제외).
○

학교 재산은 로커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로커에 든 물품을 모두 치우고 쓰레기는 집에서 버리십시오.

○
○

자녀의 로커 번호 및 자물쇠 비밀번호를 메모해 오십시오. 자물쇠를 절단해줄
교직원이 없습니다.
홈룸 교실에 가서 자녀의 개인 용품 및 학년말 자료가 든, 자녀의 성명이 표시된
비닐봉지를 회수하십시오.

6. 학교 도착/진입 전에 손을 세정하십시오.
7. 학교에 도착하면 다른 차량과 2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주차해야 합니다.
8. 학교에 출입할 때는 지정된 출입구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과 2 미터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학교장 또는 지명인이 출입 확인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9. 교내에서:
o 되도록 학교 시설물(문고리 등)을 만지지 마십시오.
o 기침/재채기는 팔꿈치 안쪽에 대고 하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o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삼가고, 학교 경내 어디서든지 여럿이 모이지 마십시오.
o 항상 다른 사람과 2 미터 이상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o 되도록 빨리 자녀의 가방/물품을 회수하십시오.
o 다른 학생의 가방/물품은 만지지 마십시오.
o 정해진 시간 제한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다른 시간대로 예정된 학부모/후견인의 진입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10. 학교에서 나갈 때는 들어갈 때 사용한 출입구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출입 확인 기록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