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지침서 

 

 

Foothills Alliance School은 학생, 스태프/교사 그리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COVID-19 관련 위험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Foothills Alliance School는 아래와 같은 절차와 

규제를 오는 2020년 새학기부터 적용함을 공지합니다. 

 Foothills Alliance School는 Alberta Health Services와 Alberta Learning and Children’s Services의 권고와 

방침안을 따라 관리하며 시행합니다. 

 자가진단을 통한 학생, 스태프 또는 가족의 질병관련 증상 (예: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시 학교내 출입을 

엄격히 금합니다.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내 일방통행. (정문으로 출입시, 뒷문 또는 중앙복도를 통해 퇴장) 

 지정된 학급별로만 동일집단을 형성합니다. (자녀가 속한 학급에서만 스태프와 학생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명으로 동일집단 (Cohort) 학급수 제한) 

 수정된 Drop-off 와 Pick Up 방침을 따릅니다. (관련된 규칙은 각 학급(동일집단)에 통지될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같은 가족구성원이 자녀를 Drop하거나 Pick up함을 권장합니다. 한 자녀당 한명의 성인 

가족구성원만 교내 출입을 허용합니다. 

 성인은 교내 출입시(Building)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며 방문하기 전, 후 손과 위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교내 방문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며, 방문동안 건물내 화장실은 출입을 금합니다. 

 한개 이상의 동일집단의 일환인 스태프/교사는 (예: 한개 이상의 학급을 가르칠시) 마스크 또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학교 스태프/교사는 학기 시작전 COVID-19 관련 검사를 받습니다. 

 위생관련 방침 수위를 높여 철저히 관리합니다. 장난감, 접촉이 잦은 공간, 화장실은 매 수업간 청소하여 

관리합니다. 

 학생을 위한 학용품이 따로 제공됩니다. 필통을 포함한 연필, 마커, 풀, 가위 등 제공.  

**25불의 학용품 비용이 각 가정에 (자녀당) 청구됩니다. 

 자녀는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교육받고 교내 생활동안 청결유지 (손씻기 등) 에 힘쓰도록 합니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개학식, 크리스마스 콘서트 등 대형모임은 취소하며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실내 마스크 착용은 필수는 아니나 교내 생활중 질병 증상이 나타날시 다른 학생들로부터 

격리되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학교측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즉시 자녀를 픽업할 수 있게 

조치합니다. 

 COVID-19 유증상자(확진자) 는 전문의료진의 음성판정을 받기전까지 등교/업무복귀를 철저히 금합니다. 

 COVID-19 관련 지침서 전체는 요쳥시 제공됩니다. (sherrie@foothillsalliance.com) 

위 기재된 COVID-19 관련 지침서의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으며,  아래 서명함으로써 

나의 자녀가 Foothills Alliance School에 입학함을 동의합니다. 또한 나는 Foothills Alliance School은 

COVID-19 관련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할 것이나, 모든 

감염으로써 100%로 예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자녀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