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비드-19업데이트  

(8 월 19 일 수요일) 

 

친애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님 

 

이 겨울날씨가 지나가는 동안 따뜻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통신은 평소보다 약간 길고 앞으로의 통신은 더 간결해질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교육부의 일부 항목과 불안에 대한 유인물도 포함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항목을 자유롭게 읽으십시오. 

 

내용: 

 

1. COVID 테스트 및 치료 

 

2. 교육부 웹 사이트의 학부모 정보 

 

3. 마스크 착용에 대한 조언 

 

4. 불안 관리 

 

COVID-19 통신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3 번씩 레벨 2로 돌아올 때까지 

보낼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1. COVID-19 검사 및 치료,  

검사 및 치료를 포함한 COVID-19 관련 

치료가 필요하고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의료 

보험 적용 범위.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유일한 때는 다른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 시험을 요청할 때입니다. 



 

2. 교육부 웹 사이트에서 부모를 위한 COVID-19 정보. 이 부모 웹 사이트에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COVID-19 경보 수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3. 마스크에 대한 교육부 조언. 

 

어린이나 청소년은 레벨 3의 학교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까? 

아니오. 어린이와 청소년은 최대 20 명의 어린이가 있는 학교 버블 내에 남아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외부에서는 아이들로부터 

최소 2m 떨어져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플 경우 집에 머무는 어린이와 직원, 

연락 추적 및 위생 요건을 포함한 기타 공중 보건 통제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교사는 레벨 3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까? 

교사는 최대 20 명의 아이들의 학교 버블로 마스크를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에서는 다른 성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20 세 미만의 사람들과 2m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는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권장됩니다. . 아플 경우 집에 머무는 어린이와 직원, 연락 추적 및 위생 

요건을 포함한 기타 공중 보건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또는 교사가 원할 경우 학교에서 안면 커버를 착용할 수 

있습니까? 

예. 학교에서 코와 입 (마스크 포함)을 감싸는 안면 커버를 착용하고자 하는 

어린이, 청소년 또는 교사는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으며 그렇게 했다고 비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4. COVID-19에 따른 불안감 관리 방법 



우리 학교 카운슬러 (Robyn Stead)가 저와 공유 한 훌륭한 기사입니다. 더 많은 

청중과 공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링크 

https://ani.school.nz/wp-content/uploads/2020/08/How-to-Manage-Anxiety-Under-COVID-19-

English-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