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 (8 월 16 일 일요일) 
Covid 업데이트 – 학교 앱에서 전송 (오후 12시 10 분) 

 

학부모/보호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주말에 여러분 모두가 햇살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지하다시피 뉴질랜드 총리는 향후 12 일 동안 현재 경보 수준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는 8 월 26 일 오후 11시 59 분까지 경보 레벨 

3으로 유지되고 나머지 지역은 경보 레벨 2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우리 학교가 이제 필드와 운동장 장비와 같은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문을 

닫았음을 의미합니다 (농구후프도 마찬가지입니다). 

Alert 레벨 3의 우선 순위는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재구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했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러분과 공유할 좋은 수업내용을 

마련했습니다. 학교의 리더십팀과 이사회는 그들의 열정, 에너지 및 헌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메일의 목적은 정보 공유입니다. 

1. 향후 12 일 동안 온라인 학습은 어떤 모습이며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유지 (사이버 

안전)  

2. 필요한 경우 학교장치 및/또는 하드 팩에 액세스하는 방법  

3. 필수 작업 인 경우 학교에 액세스하는 방법 

1. 온라인 학습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은 이전 락다운 경험에서 배운 교훈에 따라 이번에는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피드백은 이전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과제량이 많고 자신의 

업무량으로 압력을 받는 부모님 또한 말할 것도없이 생가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수업교사 및/또는 팀 리더가 월요일에 제공하는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기본 

사항입니다.  

  

기대치  

아래 정보를 읽으면 학생들이 하루의 과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독립적 

인 선택을 하여 약간의 일과 약간의 운동, 약간의 재미 나 휴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시간표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 (오전 9-10시 및 오후 2-3시)은 "워밍업, 쿨 

다운"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워밍업, 쿨 다운”기간 동안의 활동은 다음 교사들이 준비합니다. 그들은 활동을 각 

팀의 Google 교실에 연결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합니다.  

언어-Jasmine과 Cynthia 우리의 프랑스어 교사 및 스페인어 교사 

PE / 피트니스 세션 (사전 녹음) – TJ PE 교사  

온라인 피트니스 세션 (주 2 회 10 시간 30 분) – Mr Carlos 

마음 챙김- 지나 우리 학교 카운슬러  

독서 일지 – 사키마 우리 학교 사서  

독립 활동 우리의 파트타임 교사 Don과 Ian 

  

온라인 학습을 위한 공부 시간 

교사 연락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이를 통해 수업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나머지 시간 동안은 똑같이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은 작업 게시판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독립성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 부모 교사에 

대한 압력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ESOL 

ESOL 활동은 Aideen Ryan이 별도의 Google 클라스룸 (또는 자신이 선택한 

플랫폼)에 게시합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조언하고, 우리 학교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돕기 위해 게시된 ESOL 학생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COMMS 

하루에 한번의 Zoom이 있습니다. 개별 교사가 일정을 정하고 전체 수업, 그룹 또는 

수업에 사용됩니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이 시간에 정기적으로 연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작업 게시판 활동  

태스크 보드는 팀 리더가 이끄는 학년별로 생성됩니다. 

일주일 동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12 가지 과제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6 개의 과제를 선택하고 완료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교사는 이러한 과제를 공식적으로 채점하지 않습니다. 

6 개 미만의 과제를 수행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작업 일정을 계획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Kowhai 팀에도 Taskboard도 있습니다. 조직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KOWHAI 태스크 보드 

팀은 계속해서 스펙데이를 가질 것입니다 (화요일 -TotaraTeam, 수요일-Kauri 팀, 

목요일 Matai 팀 및 Friday Rimu 팀). 



학생들은 모든 스펙 과목 (소프트텍, 디지털 기술, 과학, 음악, 예술 및 건강을 

포함하는 하드텍)이 포함된 작업 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14 개의 작업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하고 싶은 활동을 원하는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펙교사가 하루에 15 분 동안 3 번의 ZOOM 세션을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선택 사항이며 학생들은 ZOOM 세션에 참여하여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구하거나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독립적인 활동을 완료하고 Google 클래스 룸에 게시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없으며 트랙킹시트도 없습니다. 

Lab Techs는 교사가 작업 보드 활동을 준비하도록 지원합니다. 

  

온라인 안전 유지 (사이버 안전) 

자녀가 집에서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도 온라인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사이버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정에 있는 자녀의 컴퓨터 또는 크롬 

북에 설정할 수 있는 Family Zone 계정 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학교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패밀리 존 제목이 나올 때까지 홈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 Family Zone을 사용하면 부모가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더 

중요하게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원치 않는 관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버 안전 옵션은 학교와 함께 일하고 있는 (10 월 19 일 월요일 오후 

6시에 ANI에서 미팅 예정) John Parsons의 말을 듣고 팔로우하고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전한 온라인 상태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John의 페이스 북 

페이지 또는 웹 사이트 에는 온라인을 안전하게 유지하기위한 풍부한 정보, 동영상, 

링크, 웨비나 및 도움말이 있습니다. 

  

2. 학교 기기 및/또는 하드 팩 대여가 필요한 가족 

향후 12 일 동안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장치 나 하드 팩이 필요하면 

covidlevel3@ani.school.nz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24 시간 이내에 연락하여 

귀하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배송을 구성합니다.  

  

3. 필수 근로자 

귀하가 필수 근로자이고 집에서 적절한 사람이 자녀를 감독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등록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8 월 17 일 월요일부터 학교직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 승인을 받고 장소를 예약해야 합니다. covidlevel3@ani.school.nz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Jill Farquharson, 교장 

Shane Devery, 교감 

Bryce Mills, 교감 

BOT 위원장 Brett Bishop  

 

https://www.familyzone.com/ani-nz
https://www.familyzone.com/ani-nz
https://www.facebook.com/johnparsonsS2E/
https://www.facebook.com/johnparsonsS2E/
https://www.citizen21.co.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