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2 월 15 일 
 
친애하는 머레이스베이 학부모 여러분  
 
오클랜드는 현재 경보 레벨 3이므로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자녀에게 원격 학습이 제공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한 지 4 일밖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알아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에 걸친 원격 학습은 교실에서 이미 시작된 학습을 기반으로하는 미니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해력, 수학 및 토픽을 기반으로한  활동과 학습이 포함됩니다. 
 
이 레벨3 기간 동안 모든 학생이 디바이스에 접속 할 수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활동에 디바이스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혹시나 모를 Alert Level 3 기간이 연장 될 경우 디바이스 없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모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와 교사 간의 상호 작용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Murrays Bay 커뮤니티의 웰빙에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자녀의 담임 선생님은 아래 
보이시는 시간에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따라잡기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00-9:30 Year 0/1 
  9:30-10:00 Year 2 
10:00-10:30 Year 3 
10:30-11:00 Year 4 
11:00-11:30 Year 5 
11:30-12:00 Year 6 

 
이 세션은 교사와 어린이 간의 의사 소통만을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십시오. 따라서 학부모님이 
처음세션을 설정하고 시작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참여하면 마이크를 끄셔서 교사가 모든 
어린이와 대화 할 수 있도록하십시오.  
 
실시간 스트리밍시 교사는 그룹 채팅에있는 사람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음소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이브 스트리밍 세션 중 참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원하시면 정시에 참석하십시오. 
*자녀가 적절한 옷을 입 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똑바로 앉아, 구부리거나 뒤로 기대지 마십시오. 
*배경이 단단한 벽이나 커튼이되도록 장치를 배치해 주십시오. 
*누구도 뒤를 걷거나 회의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없는 장소에 앉아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 

 



 
*회의에 참석해야하는 유일한 사람은 학생입니다. 한 가지 예외는 학생과 같은 연도 그룹에 속해 있고 같은 
회의에 참석해야하는 형제 자매가있는 경우입니다. 
*교사는 모든 사람을 음소거하고 한 번에 한 사람 만 말하도록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은 긍정적이어야합니다. 
 
이 '실시간 스트리밍 포럼'은 학부모를 위한 질문 및 답변 세션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지난 락다운 기간과 유사) 자녀의 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시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실시간 스트리밍 세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기술적 인 문제가있는 경우 가능한 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다음 사람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aul Hoffman (paul@murraysbay.school.nz) 
Kate Payne (kate@murraysbay.school.nz) 
Lainey Mills (lainey@murraysbay.school.nz) 
 
 
자녀의 교사가 원격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2 월 15 일 월요일) 이메일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또한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1.00pm-1.45pm 사이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락다운기간과 그로인해 시작된 원격 학습 기간 동안 언급했듯이 부모님들이 가정안에서 일하시는 
와중에 부모님으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일하시고 노력하시는것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동시에 수행 할 수는 없으며 그렇게하시기를 학교에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한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지실수 있도록  하시고 하실수 있는 것만큼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마시고 아이들이 계속 움직일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레벨 3 기간동안 학교는 학교등교가 필요한 가족의 자녀 (부모 / 보호인이 집에서 일해야하는 자녀)에게만 
개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자녀의 학습을 계속이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과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며칠 동안 귀하와 연락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ayden Iles 
교장선생님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