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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 2 일 

먼로 카운티 학교 학부형님께,  

모든 학생과 전 교직원의 안전과 보안은 저희의 먼로 교육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19) 대처 방안에 관해 먼로 카운티 보건부 및 인디애나 주 교육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센터 (CDC)와 

교육부 (DOE)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적합한 위생습관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 교육부 (Indiana 

Department of Education)와 질병통제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교육부와 질병통제센터는 다음의 사항을 권고 합니다. 

•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음식 먹기 전 그리고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치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적어도 20 초간 손을 씻으십시오.  

• 비누나 물이 없을 때는, 60%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된 소독제로 손을 닦으십시오.   

• 눈, 코, 입 만지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 아픈 사람들과의 가까운 접촉을  피하십시오. 

• 아플때는 집에 계십시오. 

• 기침이나 재치기를 할때는 티슈로 입을 막고, 사용한 티슈는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손으로 자주 만졌던 물건이나 표면은 가정용 소독 스프레이나 수건으로 닦고 소독을 하십시오.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교육청은 교실, 시설및 버스를 철저하고 안전하게 청소하는 규칙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 초등학교는 “스냅 (SNAP)” 손 씻기 프로그램을 계속 강조합니다.  관련 링크는 here (여기) 를 참고 하십시오. 

• 저희는 가족과 여행을 한 학생들과도 의사 소통을 할 것입니다. 의사, 먼로 카운티 보건부 및 교육부 지시에 따라 대처 

방안을 결정 할 것입니다.   

• 저희는 먼로 카운티 보건부와 인디애나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며, 이 지침은 건물/시설 등의 폐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휴교 상황을 대비해서, 학생들의 약물을 보관하고 있는 학교는 가족들에게  그약물을 반환 할 계획도 마련할 

것입니다.      

• 휴교가 연장될 경우, USDA 와 협조해서 학생들에게 음식 제공 옵션 가능성도 계획중입니다.    

•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교 그룹과도 대처 방안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 저희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실시이 되면, 그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자녀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를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Coronavirus Letter to Parents 03022020 (Korean) 

https://www.doe.in.gov/sites/default/files/news/february-28-coronavirus-memo.pdf?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s://www.doe.in.gov/sites/default/files/news/february-28-coronavirus-memo.pdf?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prevention-treatment.html
https://www.itsasnap.org/Resources/Handwashing-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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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로 교육청 비상 학습 계획 

(학교 연장 휴교시) 

 

본 교육청(MCCSC)은 먼로 카운티 보건부와 인디애나 주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장기 휴교를 하게 될 경우, 교사들은 학생의 

학년에 따라 적합한 학습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할 것입니다. 

 

K-2 학년: 교사가 준비한 학습 자료 패킷을 집으로 보내 드릴 것입니다. 학교의 휴교 기간에 따라, 학습 자료 

패킷은 전자 배달 또는 필요시, 인쇄된 학습자료를 학교에서의 픽업을 통해 재 보충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공된 iPad 를 이용하여 학생이 집에서 캔바스(Canvas)를 통해 학습할 수 있기를 원하는 학부모께서는 3 월 

9 일, 월요일까지 자녀의 교사에게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외로 휴교가 연장될 경우).   

  

3-6 학년: 교사가 본 교육청의 학습 매네지먼트 시스템인 캔바스를 통해 학습지도와 레슨을 제공할 것 입니다. 

모든 3-6 학년 학생들은 캔바스에 로그인 하여 학습 자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정규 시간 중에 

캔버스의 메시지 기능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7-12 학년: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캔바스를 통해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정규 시간 중에 캔버스의 메시지 기능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학습 자료 패킷, 캔바스 엑티비티 및 공통 학습 시스템(ULS)을 통해 특별 보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어가 제 2 외국어인 학생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그에 적합한 번역된 학습 자료가 제공 될 것입니다.  

 

위에 열거한 여러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3~6 학년 학생들을 통해서 3 월 4 일, 수요일에 디바이스를 집으로 보낼 

것입니다.  디바이스를 집으로 보내는 목적은 학생들의 디바이스 관리와 유지및 가정 통신 연습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녀가 그 다음 날인, 3 월 5 일, 목요일, 학교에 디바이스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Dr. Judith DeMuth (쥬디스 드뮤스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