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iSC 부모님께, 

 

중국의 상황은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의 확산을 줄이고,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만, 현 상황의 심각성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내린 결정들은 지방 당국의 지시사항 외에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고려하여 내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대로 여러분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 동안 여러분은 매주 화요일 iSC 전체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것입니다.  

 

이번 공지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홈 러닝(HBL)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각 학교는 다양한 도구와 플랫폼을 사용하여 홈 러닝 학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보는 각 학교장으로부터 전달될 것이며,  더 세부적인 정보는 자녀의 교사로부터 받으실 

것입니다.  

• 모든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홈 러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자녀가 과제를 하고, 교사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시어 홈러닝 학습을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에 연락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 2 월 3 일부터 홈 러닝에 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업무 시간(학교 정상 업무 시간-중국 기준)동안 근무할 것이며, 매일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 학교 리더십은 항상 여러분의 질문과 우려사항에 대해 답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자녀의 

부서 교장이나 학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학 연기가 이번 학년도의 나머지 학사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현재 학사 일정 변경과 관련하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의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상황이 더 명확해지면 저희는 보다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성적 증명서, 졸업 요건 학점 취득, 출석 기준 등은 저희 홈 러닝 학습 계획 내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녀의 교장 또는 대학 상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도시 혹은 중국에 없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때 자가 격리 기간이 있나요? 

• 현재 각 도시마다 격리 조치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 

당국과 협력하며 주어진 지침을 모두 따를 것입니다. 요구사항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2019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만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World Health Organization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hin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International SOS 
 

현 상황속에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위생 절차와 예방 조치를 준수하시어 

안전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캠퍼스로 돌아와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Josh Keegan 
 
iSC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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