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데이트 (8 월 26 일 수요일) 
친애하는 학부모 보호자님께, 

 

레벨 3을 통해 보여주신 지원과 회복력에 대해 부모와 보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에 우리는 레벨 2로 돌아갑니다. 즉,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레벨 2에있는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건강 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좋은 손 위생과 기침 및 재채기 에티켓 

 아프면 멀리 집에 있기 

 다른 사람과 적절한 신체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수업 중 이것은 서로 접촉하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는 거리를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고강도로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입구에 QR 코드 포스터를 표시하고 모든 커뮤니티가 NZ COVID 추적 앱을 

다운로드하여 현장에 올 경우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앱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과 일정 기간 동안 현장에 오는 다른 방문자를 위해 

방문자 등록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커뮤니티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자녀는 학교에서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업과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음을 

상기시켜주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covid19.govt.nz를 방문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찾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 신호등의 형태로 경보 수준 2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가 포함되므로 금요일에 학교 앱 통신을 주의하십시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웰링턴과 퀸스타운 여행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9 월 2 일)로 

예정된 학부모 브리핑 저녁은 줌미팅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 Matai팀 캠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요일 점심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캠프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교육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레벨 2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입니다. 캠프장인 Tui Ridge는 레벨 2에 따라 필요한 모든 요구 

사항을 따르고 학생들은 항상 레벨 2에 따라 버블안에 머물 것입니다. 

– PTA 이벤트는 Friday Flyer에 업데이트됩니다. 

– 취소 또는 연기된 스포츠 이벤트 – 주최측에서 정보가 제공 되는대로 계속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Carlos교사는 School Apps의 스포츠 섹션에 정기적으로 

게시물을 올립니다. 

– 문화 축제가 4 학기로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날짜는 11 월 10 일과 11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돌아오면 공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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