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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레이스베이 학부모님 여러분 
 
뉴질랜드는 오늘 밤 자정에 레벨 2단계로 내려갑니다. 
저희 머레이스 학교는 2월 18일 목요일부터 모든 수업이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으로인해 Covid-19 에 노출 위험에 더욱 우려가 있는 학생들은 
가정학습을 계속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lice Andel 교감선생님께 이메일로 
(alice@murraysbay.school.nz) 연락 하시어 추후 계획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학교는 집단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제한 사항이 약간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교직원과 학생의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학교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 높은 수준의 위생 
●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 면밀한 보건부 연락처 추적 (학교내에서 Covid - 19 감염의 경우)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학교 QR코드 또는 각 교실과 학교 사무실에 있는 하드카피 
연락처 등록부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학부모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내에 출입이 제한 
됩니다.  
 
레벨 2단계는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시행되는 보건 및 안전 수칙은 학교직원의 수와, 재학하는 
학생수및 건물 설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하고 각 학교 공동체마다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보건부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번 레벨 2단계 기간동안 우리가 지켜야할 수칙들의 효과성를 검토한 
결과, 레벨 2단계 Murrays Bay 학교의 지켜야 할 수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프거나 증상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여서는 않됩니다.  
● 등하교시 학부모님들은 학교내에 들어오시지 말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제일 바쁜 등하교시간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동시에 학교내로 오시게 되면 안전해야할 학교환경이 집단모임처럼 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어긋나게 될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킨 
이 수칙은 지난 레벨 2 제한 기간동안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 
재학생들과 우리 공동체는 이 수칙을 잘 지켜낼것으로 믿습니다. 

● 재학생들은 Clematis Ave, Aotearoa Tessace 또는 하단 필드를 가로질러  학교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른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을 통한 출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등하교시에도 학생들은 서로 접촉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수업중에 학교내로 들어오셔야 하는 모든 학부모 및 방문자들은 교내 사무실로 오셔서 연락처 
추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QR코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핸드폰이 없으실 경우 학교 입구 문에 
위치한 종이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방문시에 한번에 한명의 방문자만 입장 하실수 
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 1미터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오셔야 하는 모든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에게 전해줄 물건들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무실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교실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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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등교하기전 아이들은 손을 미리 씻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오전 8시 

30분이전에 등교하면 안됩니다. 8시 30분 이전 자녀의 케어가 필요하신 경우 Carekids before and 
after school care가 이용가능하시도록 현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디 자세한 내용은 Margaret 
02105826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와 함께 학교 운동장 출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배학생들, 5학년생과 6학년생들이 
Clematis Ave와 Aotearoa Terrace ‘Kiss and  Wave’ 장소에서 저학년 학생들과 같이 반으로 
걸어갈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학교 도착시 아이들은 교실로 바로 가서 손을 씻고 소독을 해야합니다. 
● 놀이터는 오전 9시 이전에는 열지 않습니다. 

 
● 하교시  학생들이 손을 씻고 소독하도록 합니다. 
● 학생들은 퇴교시 즉시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픽업시간을 정확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후 3시 이후로 학생 보육 케어가 필요하신경우 Carekids before and after school care가 
이용가능하시도록 현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디 자세한 내용은 Margaret 02105826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를 데리러 학교 운동장 출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 선배학생들, 5학년생과 
6학년생들이 Clematis Ave와 Aotearoa Terrace ‘Kiss and  Wave’ 장소로 저학년 학생들과 같이 
반에서 언덕 아래로 같이 걸어갈수 있습니다. 

● 학교안 놀이터는 오후 3시이후엔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 내부및 현장들은 
오후3:20분까지 다니실수 없습니다. 

● 학교수업중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기침 및 재채기 에티켓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서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장실 사용의 혼잡을 완화하고 더 안전한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는 반으로 나뉘어 모닝티와 점심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학부모님들은 어셈블리에 초대되지 않습니다. 전체 학교 회의는 없으며 저학년과 고학년 
RESPECT상은 학교 방송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사무실에서 상을 전달 받을수 
있습니다. 각 학년 어셈블리는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학교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접촉이 빈번한 표면의 청소및 소독은 정기적으로 수행 됩니다. 
● 스포츠 장비와 놀이터는 체육시간과 휴식시간에 이용가능합니다. 
● 학생들은 사용전후에 손을 씻습니다. 
● 모든 식수대는 사용할수 없으므로 자녀의 이름이 명시된 물병을 매일 준비해 주십시오. (교실안에 
위치한 싱크대에서 물병에 식수를 채우실수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학교 등하교시 현장에서 여러분께 환영인사를 하지 못하는 와중에도 레벨 3에서 레벨2로 
바뀌면서 지켜야할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심에 다시한번 머레이스베이 학교 커뮤니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한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학교가 정상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다시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Hayden Iles 
교장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