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 (8 월 28 일 금요일) 

 
코로나 세컨 웨이브 이후 

 

인지하시는 대로 2 주 전에 두 번째 커뮤니티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클랜드를 

강타했으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8 월 31 일 월요일부터 

학교를 개교하기로 한 결정은 가족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정상으로 돌아 가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며 당국이 그 결정을 가볍게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월요일부터 학교에서는 공중 보건 및 교육부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8 월 31 일부터 학생들을 대면하여 가르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만, 

짧은 예고로도 다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통신문에는 다음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신호등 (경보 수준 2에 따라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2. 마스크 -현재 학생과 교사는 학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가 마스크를 쓰기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으며 그렇게 했다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3. Matai 캠프 – 오늘 오전 11시에 Matai 학부모들에게 캠프가 진행될 것이라고 

조언하는 별도의 통신문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날짜는 9 월 7-11 일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녀의 담임 교사 또는 8 학년 학장, Ms Hughes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4. 어셈블리 (기말 어셈블리 포함) –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학생 및 교직원과 함께 모이는 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는 여전히 전체 학교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기적인 

월요일 어셈블리가 남은 학기 동안 계획대로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학기말 어셈블리는 9 월 25 일 금요일 Eden Park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번 어셈블리는 오프 사이트 장소이고 외부 연락처 관리가 까다로워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ZOOM을 통해 학기말 어셈블리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7 학년과 8 학년의 두 어셈블리에 대한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가 이 어셈블리를 시청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 학부모 님은 

곧 이메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7 학년 학기말 어셈블리는 9 월 25 일 금요일 오전 9시 15 분입니다. ZOOM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Zoom 회의 참여  https://us02web.zoom.us/j/87112415909 

8 학년 학기말 어셈블리는 9 월 25 일 금요일 오전 11시 15 분입니다. ZOOM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Zoom 회의 참여  https://us02web.zoom.us/j/85469182887 

 

5. 스포츠 – 좋은 소식은 우리가 레벨 2로 돌아 가면 팀이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10 명 이상의 부모 / 코치 / 매니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팀을 보내는 CZ (Central Zone) 대회는 CZ 의장의 확인을 받으면 

https://us02web.zoom.us/j/87112415909
https://us02web.zoom.us/j/85469182887


시작됩니다. 우리는 또한 네트볼, 미니 볼, 수구와 같은 방과 후 스포츠 경기를 

관리하는 조직의 의견을 기다릴 것이며, 새로운 게임과 대회가 언제 시작될지, 언제 

시작되는지 알게 되는 즉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6. 연락처 추적 – 학교 리셉션에 QR 코드 포스터를 설치하여 연락처 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학교에 오는 모든 분들은 확인하십시오. 또한 앱이 없는 사람과 더 짧은 

기간 동안 현장에 오는 사람을 위해 방문자 등록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 

필요할 경우 연락처 추적에 도움이 됩니다. 

 

NZ COVID Tracer 앱을 아직 다운로드하지 않은 경우 보건부  웹 사이트에 지원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경보 레벨 2의 공중 보건 조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COVID-19 웹 

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다음주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기를 바랍니다! 

 

아래 신호등을 참조하십시오 

 

학생 

  

 

 

 모든 교실 사용가능 

 운동장 사용 

 PE 비는 브레이크타임에 사용가능 

 교실 출입 시 손소독제 사용 

 정기적인 손 씻기 

 독감 같은 증세 잘 모니터링하기 

 숨쉬기 거리 유지, 서로 터치하지 않기 

 팔꿈치에 기침 재채기하기 

 학교 게이트 근처에서만 차에서 내리기 

 런치 오더 가능 

 스프츠 연습 

 문화적 활동 

 야외학습 

 PPE 필요 없음 

 체온측정 안함 

 버블 필요치 않음 

 아프면 학교오지 않기 

 확진자나 가능한 

케이스와 접촉 시 학교 

올 수 없음 

 지난 14 일전에 해외에 

있었다면 학교에 올 수 

없음  

 교장선생님께 허가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격수업 없음  

https://www.health.govt.nz/our-work/diseases-and-conditions/covid-19-novel-coronavirus/covid-19-novel-coronavirus-resources-and-tools/nz-covid-tracer-app
https://covid19.govt.nz/
https://covid19.govt.nz/


 그룹 퍼포먼스, 

 학교캠프와 이벤트 

 학교시간 중 학생 어포인트머트- 가능하다면 오후나 

방과 후 약속을 권장합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학생은 

약속후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손 씻기 

손소독제 사용)  

 드링킹 파운틴 사용 

 마스크는 선택 

 물리적거리 유지  

 학년말 어셈블리는 줌으로 진행됨 

 음식과 음료를 나눠 

먹지 않음 

 

일일 요구 사항 : 

 

 학생들을 위한 연락처 추적 (매일 출석 확인, 지각조퇴시 학교리셉션 등록 아이패드  

통해 관리) 

 가능한 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내부 1m 또는 이 거리가 불가능하다면 숨쉬는 

거리나 서로 터치할 수 없는 거리). 

 교실 출입 시 반드시 손 소독제 사용 

 정기적으로 비누로 손 씻기 

 팔꿈치에 재채기 및 기침 

 

학부모/방문객 

  

 

 



 학교도착시 오피스에서 컨택트 트레이싱  

 학생은 학교 게이트 근처에 내려줌 

 학부모 차는 학교 주차장에 들어올 수 없음, 

미리 서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실내 1 미터, 실외 2 미터 거리 유지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안전함 

 학생이 의사와의 약속 등으로 조퇴할 시는 

학교주차장에서 픽업가능 

 외부 방문객 미팅은 10 인 이내로 제한 

 학부모는 학교에 올 수 있으나 10 인 이내로 

제한 

 코치와 매니저는 학교팀을 다시 지도함 

 마스크는 선택 

 학년말 어셈블리는 줌으로 진행됨 

  PPE 불필요 

  체온체크 안함 

  아픈 부모님 학교출입 못함 

 확진자나 가능한 케이스와 접촉 시 

학교 올 수 없음 

 지난 14 일전에 해외에 있었다면 

학교에 올 수 없음  

 교장선생님께 허가 받은 경우가 아니

라면 원격수업 없음 

 
 

일일 요구 사항 : 

 

 학부모 /방문객 연락처 추적 (Anastasia가 학교리셉션 등록 아이패드 통해 관리) 

 가능한 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내부 1m 또는 외부 2미터) 

 오피스 출입 시 반드시 손 소독제 사용 

 팔꿈치에 재채기 및 기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