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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
v 학생, 교사, 학부모님이 아름다운 교정에 출입하는 것은 저희 학습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측면입니다.

v 학교 출입 규약의 중요한 동인은 학생 안전과 학생 학습 순서입니다.
v NIS는 학교 출입에 관하여 관련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따릅니다.

v 이 문서는 NIS에서의 학교 출입의 기본적 단계를 설명하고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단계별 출입
기본 방침은 개방된 학교입니다. 상황에 따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일반 지침이
적용되며, 학교 출입이 제한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다섯
가지의 잠재적 시나리오에 따른 출입 단계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방
본 단계에서 정상 운영을 전제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구성원이 학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센터 출입과 자녀 등하교 픽업 및 학교 행사
참가를 위한 지정 장소 출입 가능
학생과 교직원은 일반 스케줄에 따라 학습 공간과 공유 활동
공간에 출입 가능
스케줄에 따르며 보호자가 있는 학생/커뮤니티 활동은
평소대로 학교에서 진행
학생 여행은 평소대로 허가

1 단계: 제한된 학부모 출입
이 단계에서 학생과 교직원은 거의 일반적인 학교 출입을 하나,
학부모와 다른 커뮤니티 구성원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학부모는 컨퍼런스나 공연일과 같은 특정 행사에 초대받은
경우에만 학교 출입

자녀 픽업과 학부모 주차 절차는 출입 제한에 따라 수정 적용

학생 트립과 행사는 수정 적용. 커뮤니티의 학교 건물 출입은
지정 행사만 가능

2단계: 학생과 교직원만 출입
이 단계에서 학부모와 커뮤니티 구성원은 특정 안전 제약으로 인하여
학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수업일만 학교 출입.
방과후 수업은 제공되지 않음.

학부모와 커뮤니티 구성원 학교 출입 불가

학교 버스 노선이 수정 적용 될 수 있으며 교과 관련 트립은 연기

3단계: 교직원만 출입
이 단계에서 학생은 원거리 학습에 참여합니다. 교직원은 학교에서
수정 적용된 시간표에 따라 근무합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원거리 수업 제공.
학생들은 학교 밖 장소에서 온라인 학습 참여.

학부모와 커뮤니티 구성원 학교 출입 불가

상황 개선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학교 복귀 계획과 준비 진행

학교 봉쇄
이 단계에서 학생은 원거리 학습에 참여합니다. 학교는 소수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출입이 제한됩니다.
학생과 교사는 학교 밖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원거리 학습 참여

학부모와 커뮤니티 구성원 학교 출입 불가

상황 개선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 복귀 계획과
준비 진행

자주 하시는 질문(FAQ)
1. 학교 출입의 현재 단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학교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학교 출입의 적절한
단계를 결정하나요?

선임 리더십 팀은 주간 통신문 및/또는 이메일을
통해 해당 그룹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사,
액티비티 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NIS는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고자 시정부 및 성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NIS는 모든 정부의 요건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또한 학교 출입 절차를 결정할 때
최선의 판단을 위해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인근 지역
기타 국제 학교와 소통합니다. 학생의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입니다.

3. 출입이 특정 단계에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NIS 학교 출입 단계별 지침은 출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일련의 상황에 적용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상황별로
독특한 점이 있기에 특정 단계 출입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학교 출입에 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사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그래도 혼란스럽다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나처럼 질문이 있으시면 꼭 문의해주십시오. NIS
리더십팀의 누구에게라도 가지고 계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연락처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 동안 학습에 대한 학교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NIS 웹사이트 학습의 연속성 페이지를 방문해주십시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전체 부교장 Mr. Kasson Bratton 또는 운영재정
디렉터 Mr.Arek Owczarek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