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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안내서: 2021년 가을 신학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온타리오의 보건 의료 총책임자와의 협력 아래 
안전 조치가 개발되었습니다. 학교들은 학년도 
동안 보건 및 안전 조치의 시행과 함께 대면 
학습을 위한 개교가 허용됩니다. 

• 초등학교 - 어린이는 함께 움직일 것인데, 이 
말은 아이들이 같은 집단의 어린이와 함께 
있으며 한명의 교사을 둔다는 뜻입니다. 
체육이나 불어와 같은 수업도 같은 집단의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 중등학교 - 교육청은 학생 일정을 두개 반의 
대면 수업으로 제한하도록 할 것입니다. 
접촉이 같은 학년으로 제한되거나 학교의 
전체 크기가 작아서 접촉 추적이 관리될 수 
있는 학교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의: 학생과 가족은 여전히 원격 학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시행하는 몇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 주 전역의 환기 개선: 
교육청은 환기 및/또는 여과 장치의 개선을 
통해 교내 공기의 질을 지속적으로 
최적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에는 장치를 더 
오래 작동시키고, 최등급의 여과 장치를 
사용하고, 독립형 HEPA 여과 장치를 
배치하는 것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교육청은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추가 조치로 
초급 및 고급 유치원 교실에 독립형 HEPA 
여과 장치를 배치합니다. 

• 학교 및 접촉이 많은 표면에 대한 청소 강화 

• 마스크 착용: 
1~12학년의 학생들은 학교내 실내에서와 
학교 차량 안에서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권합니다. 

교직원과 학교 버스 운전사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 COVID-19 증상에 
대한 증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 일부 조정을 통해 과외 활동이 허용될 
것입니다. 

• 쉬는 시간에 공유 공간 및 실내에서 적절한 
거리유지를 통해 학생들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속 반, 도서관, 기술 실습실, 구내 
식당에서 실내 집합 조치를 따를 경우 공간 
공유가 허용됩니다. 

• 정기적으로 손 씻기나 알콜 기반의 손 소독제 
사용하기.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건 의료 총책임자 및 지역 
보건소와 협력하여 주요 조치를 평가하고 새로운 
지침을 알릴 것입니다. 지역 공중보건 자료를 
기초로 일부 보건소는 추가 보건 및 안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계획은 예방 접종률 
같은 주요 공중보건 및 건강관리 지표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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