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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과 보호자들에게 드리는 안내문 

멜번시와 미첼 샤이어 지역에 계시는 학부모님과 보호자님들에게 드리는 안내문 

 

학부모님과 보호자님들,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주정부는 3학기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빅토리아주 수석 보건장의 조언에 따라, 멜번시와 미첼 샤이어 지역의 공립 학교는 아래와 같이 

3학기의 첫째주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둘째주부터는 프렙부터 10학년 학생들은 

원격 및 유연 학습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계속 운영되어도 괜찮다는 빅토리아주 수석 보건장의 조언에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빅토리아주 수석 보건장은 또한 교직원 및 학생들이 따라야 할 보건 규칙에 대한 조언도 

제공했으며, 저희는 이러한 조언을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의 목적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멜번시와 미첼 

샤이어를 이동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님/보호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을 위해 대면 교실 수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 (그리고 VCE 관련 공부 또는 자신의 교육과정에 VCAL 과목을 공부하는 10학년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은 VCE 또는 VCAL 등 중등학교 졸업장 취득을 위해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직원의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이용될 수 있는 대면 교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학부모님/보호자들의 가족은 물론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가족들도 지원해야 합니다.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멜번시와 미첼 샤이어 지역의 다른 공립 학교들과 더불어, 저희 학교는 

등교 시 모든 학생들의 체온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열이 있으면, 학교에서 자녀를 

픽업해 가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조치 내용은 아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 7월 17일 금요일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 및 VCE 또는 VCAL 과목을 공부하는 10학년 학생들, 그리고 특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7월 13일 월요일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프렙 학년부터 10학년인 경우 7월 13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 사이는 학생 휴가 기간입니다. 이 

학생 휴가 기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7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원격 유연 학습 체제로의 전환을 

교직원들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저희는 이 기간 동안 학교에서 현장 감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현장 감독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택 근무를 할 수 없는 학부모님/보호자를 가진 학생들이나 취약한 학생들이지만 기타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학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동일한 조치는 멜번시와 미첼 샤이어 지역의 학교에 실시될 것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20일 월요일부터, 저희 학교는 원격 및 유연 학습을 실시할 것입니다. 대상은 다음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입니다:  

• 11학년과 12학년 및 VCE 또는 VCAL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10학년 학생들 

• 특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다음 학생들은 학교 현장 감독을 받기 위해 학교에 등교할 수 있으나,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 가정에서 학부모/보호자로부터 적절한 감독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하는 공립 학교 교사의 자녀 포함) 

• 취약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 

• 학교 현장에 등교하기로 선택한 장애인 학생들 

 

2학기에 원격 및 유연 학습을 제공했던 학생들에게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학생들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가정 학습 (Learning from Home) 웹사이트 education.vic.gov.au/homelearning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와 학교에 대한 최신 정보는 교육 및 직업훈련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웹사이트 education.vic.gov.au/coronavirus 에 나와 있습니다. 

 

빅토리아 수석 보건장은 학교 내에서 성인이나 학생들이 얼굴 마스크나 덮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 그리고 등학교길에서 얼굴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도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 또는 가족 중 누구라도 고열, 오한, 발한, 기침, 목따가움, 

숨가쁨, 콧물, 후각/미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고 집에서 머무르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및 주민 서비스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제공하는 보건 정보가 

필요하시면, dhhs.vic.gov.au/coronavirus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education.vic.gov.au/homelearning
http://www.education.vic.gov.au/coronavirus
https://www.dhhs.vic.gov.au/coronavir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