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핸드북- COVID-19 부록 

2020년 8월 발효 

 

 
COVID-19 팬데믹 및 콩코드 아카데미의 (“학교”) 학생, 교사진, 직원, 커뮤니티의 다른 멤버들의 안전과 

웰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학교는 커뮤니티 핸드북의 COVID-19 부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부록은 임시적인 방침을 포함하는데 그 이유는 이 팬데믹이 지나나면, 우리가 이 방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 캠퍼스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방침이 얼마나 

오래 동안 필요할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핸드북의 다른 방침들과 마찬가지로, 학교는 상황에 따라 

이 방침들을 수정하거나 제거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원격 학습 환경에서도, 학생들이 학생들 사이, 교사진 및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에 관한 우리 

핸드북의 방침들은 계속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사이버 환경에서도 불링, 혹독한 신고식, 괴롭힘, 

성적 희롱과 비행 및 학교에서 금지된 다른 행동들은 여전히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들입니다. 특히,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에 대한 학교의 방침을 지키는 것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비록 학교가 

학생들의 학교 밖의 모든 생활을 감시할 의향은 없지만, 학교는 재학생들의 캠퍼스 밖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정학 및 퇴학을 포함하는 징계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는 이 전례없는 상황에, 우리 가족 모두가 협조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캠퍼스에서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함께 우리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필수적인 COVID-19 교육, 링크, 동영상 및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한 업데이트를 보시려면, 

우리 웹사이트의 Healthy Concord 를 참고하십시오. 
 

 

 

 

 

 

 

 

https://concordacademy.org/healthy-concord/


 

콩코드 아카데미 안전 수칙: 
 
 
“다른 사람들을 도으며, 자신을 도웁시다.” 우리 각자는 이 지침들을 준수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 

준수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 Concord Pact(콩코드 약속문): 캠퍼스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콩코드 약속문을 읽고, 인정하며, 서명해야 합니다. 
● 마스크: 우리 공동체 멤버들은 캠퍼스 모든 건물 안에 있을 때 코, 입, 턱을 제대로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마스크는 잘 맞도록 도와주는 콧등 철사가 있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밖에서 6피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벗을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마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는 적은 양의 비상용 마스크들을 비치할 것이지만, 각자 자신의 마스크를 갖고 

와야 합니다. 참고: 반다나와 넥게이터는 마스크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 마스크 벗는 휴식: 학생들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언제든지 마스크를 잠깐 벗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일정 중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정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유 블록, 수업들 사이, 휴식 시간 중 및/또는 점심 시간. 모든 마스크 벗는 

휴식은 실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6피트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벗는 

휴식을 가질 때, 마스크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이 유지되도록 마스크를 적절히 벗고 

보관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위생: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학교에 도착했을 때, 각 수업 전후, 식사 전, 마스크 착용 전, 

마스크 벗기 전, 하교 전에 손위생(손씻기 및/또는 손 세정제)을 실천해야 합니다. CA의 여러 

입구/출구 및 사람들이 많이 다는 곳들에 손 세정제를 배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CA 공동체 

멤버들이 자신이 사용할 손 세정제를 소지하고 캠퍼스에 오기를 장려합니다. 손은 적어도 20초 이상 

비누와 물로 씻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캠퍼스 실내외에서 다른 사람들과 6피트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복도에서 밀집되는 것을 제한하고, 이동 패턴을 안내하기 

위하여 복도에 명확하게 표시할 것입니다. 
○ 공용 공간 (화장실, 교사실 및 회의실):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하여 공용 공간의 

수용 인원수는 제한될 것입니다. 각 공간의 수용 인원수는 명확하게 표시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이 수용 인원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로 회의실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노출 줄이기 - “조용한 삶” 살기: 캠퍼스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우리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캠퍼스 밖에서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같이 사는 사람들 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기를 바랍니다. 
● 증상 모니터링 및 의식: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Boardingware 증상 확인 앱을 매일 

등교전 오전 11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매일 각 개인은 Boardingware 로 부터 다음과 같은 제목의 이메일을 받을 것입니다: 

Concord Academy has invited you to submit a Daily Symptom Self Check (콩코드 

아카데미는 귀하께서 오늘의 자가 진단 확인을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 이메일은 

매일 오전 5:30에 보내질 것입니다. 이 절차는 Boardingware 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등교할 계획이 있는 날은 학교 도착 2시간 전 자가 진단 확인을 제출해 주십시오. 
○ 이 앱은 Boardingware 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저희가 변경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로, 

용지는 학생 및 성인들이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의무적인 COVID-19 교육 및 도움되는 정보를 보시려면, 우리 웹사이트의 Healthy 

Concord 를 참고하십시오. Boardingware 사용 설명서는 현재 작성 중이며 곧 완성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 격리해야 하고 (캠퍼스에 있을 경우는 Health 

Center의 COVID 센터에 가야합니다) 간호사 번호 978-402-2390로 전화해야 합니다. 
○ 어떤 증상이라도 보이는 사람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이 CA 학생 및 성인들을 위한 

결정표를 따라 주십시오. 
● 접촉 추적: 우리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학급, 사무실, Stu-Fac, 회의실 또는 실외 

장소(운동장)에 들어갈 때, 자신의 위치를 Boardingware  앱을 사용하여, 캠퍼스에 있을 때는 

웹사이트 사용하여 방문 인증(“chip-in”)을 해야 합니다.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추적 도구가 확진자와 직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 캠퍼스에서 아래와 같이 생긴 칩을 찾아 보십시오: 

  
● 청소: 우리 청소 직원들은 CDC 및 OSHA청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캠퍼스에서 COVID-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람이 있었던 자리를 학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전에 철저히 소독할 것입니다. 
 

 
● 캠퍼스의 변경 사항: 우리 공동체 멤버들의 안전 및 보안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의 캠퍼스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조정했습니다. 
○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잠시 돌봐 줄 수 있는 두 

번째의 헬스 센터를 설치함 
○ 학교 주요 건물들에 자동문 개폐장치를 설치함  
○ 학교 주요 건물 및 학생 기숙사의 화장실의 모든 기구들에 자동 감지기를 설치함 
○ 학교 주요 건물 및 학생 기숙사에 일회용 변기 커버를 설치함 
○ 비접촉 물병 식수대들을 설치함 

○ 화장실의 세면대 부분에 칸막이를 설치함 
○ 모든 교실, 회의실 및 학생 활동에 사용되는 주요 실외 부분 입구에 손 세정제 

디스펜서를 설치함 
○ 청소 직원들이 공간 및 기구를 소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분사식(fogging) 장비를 

구입함 
○ 특정한 공용 사무실들에 칸막이를 설치함  
○ 방지 칸막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방지 칸막을  설치함 
○ 교실과 사무실에 HEPA 필터를 설치함 
○ 창문이 있는 방들의 공기흐름을 돕기 위하여 선풍기를 설치함 
○ 학교 주요 건물들의 문 근처에 마스크 디스펜서를 설치함 

 
 
 

 

 

https://concordacademy.org/healthy-concord/
https://concordacademy.org/healthy-concord/
https://drive.google.com/file/d/1Gi8fia6fYsHyckuLQs3-oZFegiIkNI6m/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Gi8fia6fYsHyckuLQs3-oZFegiIkNI6m/view?usp=sharing


 

 

격리: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여행 후 자가 격리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COVID-19 여행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매사추세츠 주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콩코드 아카데미 공동체 멤버가 주가 정한 승인된 지역 외로 여행 갈 경우에, 그 사람은 자가 

격리를 하고 격리가 끝날 때까지 캠퍼스에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멤버 중 한 사람이 COVID-19 보유자와 밀접 접촉*이 있었을 경우 또는 COVID-19 
검사에 양성 진단을 받을 경우, 자가 격리에 관한 CDC, 주, 그리고  학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가 격리 기간이 마칠 때까지 또는 Health Center나 의사가 허가할 때까지는 자가 

격리 중 대면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학교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시행하는 안전 수칙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의 

모든 COVID-19멤버는 콩코드 약속문을 지키고, COVID 교육 동영상을 봐야 합니다. 필수적인 

모든 COVID 교육 내용을 보시려면, 우리 웹사이트의 Healthy  Concord 를 참고하십시오. 

 
*밀접 접촉의 정의: 실내 건 실외 건 상관 없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COVID  양성 

판정 받은 사람과 6피트 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같이 있었음 
 

 
캠퍼스 열려있는 시간: 현재 캠퍼스는 제한된 캠퍼스 내의 활동들에 대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 학생들: 학업 일정표는 여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캠퍼스는 방과 후 활동, 상담, 공연 

예술, 운동과 같이 어른이 지도하는 제한된 캠퍼스 내의 활동들을 위하여 아래에 나열된 특정 

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들 외에 캠퍼스는 닫혀 있습니다.  

 
○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 2:30 - 6:30 pm: Moriarity 캠퍼스, 학교 대운동장 
○ 수요일 

● 3:15 - 6:30 pm: Moriarity캠퍼스, 학교 대운동장 
○ 토요일 

● Student Life 활동들 – 미리 등록해야 함 
○ 일요일 

● 닫힘 
 
 

● 성인들: 사무실은 캠퍼스 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래 시간동안 열려 있습니다. 
 

○ 월요일 - 금요일: 헬스장을 제외한 모든 캠퍼스 건물들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헬스장은 닫혀 있습니다. 
● 6:45 am - 5:30 pm 

 
 

○ 주말 (토요일, 일요일, 연휴의 월요일) 

● 헬스장을 포함한 모든 캠퍼스 건물들이 닫혀 있습니다. 

https://www.mass.gov/info-details/covid-19-travel-order
https://drive.google.com/file/d/1Gi8fia6fYsHyckuLQs3-oZFegiIkNI6m/view?usp=sharing
https://concordacademy.org/healthy-concord/
https://concordacademy.org/healthy-concord/
https://concordacademy.org/healthy-concord/academic-plan/%23priorities_schedule


출석 

학생들은 매일 제 시간에 교과과정에 필요한 수업, 채플, 커뮤니티 미팅, 학교 방송, 매주 자문 회의, 

체육/운동부, X 블록 행사들에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정직하게 방침을 따르며 발생한, 자가 

격리 방침 적용에 의한 결석 및 사전 허가 받은 결석은 학교 징계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한 학생이 어떤 

과목의 수업 또는 체육/운동에 무단결석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그 특정 과목의 학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커뮤니티 행사들에 무단결석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학과장으로부터 커뮤니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자에 대한 지침 
 
 
전체적인 공동체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정신에서, 콩코드 아카데미는 COVID-19의 위험이 

수그러들 때까지 “제한된 캠퍼스”입니다. 현재로 콩코드 아카데미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만 캠퍼스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핵심 멤버들에는 CA의 재학생들, 매일 학교 운영을 보조하는 어른들이 

속하고 캠퍼스에 거주하는 가족 일원들도 포함합니다. 앞으로 한동안 조심스럽게 방문자들을 제한하며 

가상 방문, 회의 및 모임 위주로 합니다. 
 

 

캠퍼스 행동 규칙: 모든 공동체 멤버들의 행동수칙.  
 
 
실외 공간: 쿼드, 테라스, 운동장, 보도, 등. 
실외에서 언제나 지켜야 할 일: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들 사이에 6피트 이상 거리가 있을 경우,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동 야외 공간에  들어갈 때 : 

○ 새로운 위치 방문 인증: Boardingware 칩이 쿼드, 놀이터, 운동장과Moriarty Athletic 
Campus에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이 곳들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든 사람은 방문 

인증(chip in)을 해야합니다. 그곳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방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공간: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 접촉 추적 및 청소(Contact Tracing and Cleaning): 공동 공간 출입 시의 “The two C’s”: 
○ 새로운 위치 방문 인증: 새로운 위치에 들어 갈 때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Boardingware 
앱을 사용하여 방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복도나 화장실에 들어 갈 때는 방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동 공간에서  나갈 때 : 
○ 방문 인증을 “in transit(이동 중)”으로: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Boardingware을 사용하여“chip out”하고, 자신의 위치를 “in transit” 으로 

바꿔야 합니다. 
○ 청소: 



○ 먼저 자기 자리 소독하기: 공동체의 각 멤버는 자신이 쓸 공간을 위생 

처리하기 위하여 물종이로 닦야야 합니다. 물종이는 각 교실, 회의실, 공용 

공간 및 사무실에 있습니다.  
○ 손 세척: 각 학생 및 교사는 각 수업 전후에 손을 세척해야 합니다.  

 

 

캠퍼스 등교 및 하교 지침: 
 

 
● 월-금 11:00 am 까지 그리고 토요일 행사는 10:00 am까지, 캠퍼스에 올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Boardingware 자가 진단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앱을 완료하고 증상이 없는 

사람들만이 캠퍼스에 있을 수 있습니다. 
Main Campus에서 하는 모든 운동/활동에 운전해서 캠퍼스에 오는 학생들은West Gate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거나, 배정된 운동/활동은 Moriarty Athletic Campus 주차장에 지정된 

공간에 주차해야 합니다. 

● 안전하게 운전하며 다른 학생들, 교사진, 직원 및 캠퍼스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지정된 주차 공간에만 주차하십시오. 소방 도로나 “Resident Only (거주민 전용)” 공간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 거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로입니다! 
● 마스크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착용해야 하고 캠퍼스에 있는 동안은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는 체육 

활동 같이 다른 지침이 없는 한,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차한 후, 곧바로 자신의 운동/활동이 진행될 운동장 또는 모임 장소로 가고, 방문 

인증(Boardingware), 손 세척(손 세정제 사용) 한 후, 코치나 교사한테 출석을 알리십시오.  
● 자신의 수업/연습이 마치면, 곧 바로 자기 차로 가거나 사전에 정한 픽업 장소로 가십시오. 

 
학부모/보호자 드랍 오프 및 픽업 행동수칙 

 
● 아래의 드랍 오프/픽업 시간 및 장소 또한 게시된 표시판 및/또는 직원이 교통 정리하는 것을 

따라주십시오.  
● 아래의 드랍 오프/픽업 지시사항은 차에서 내리고 타는 정차에 관한 것이고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주차하려면, Main Street, West Gate주차장, 또는 Moriarty Athletic Campus주차장을 

사용하십시오. 
● 소방 도로나 “Resident Only (거주민 전용)” 공간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 거기는 다른 사람들의 
도로입니다! 

● 안전하게 운전하시며, 다른 학생들, 교사진, 직원 및 캠퍼스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모든 학부모/보호자는 차 안에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콩코드 아카데미는 방문자 제한 

구역입니다. 
● 자녀의 지정된 픽업 시간까지 기다리시거나, 자녀들이 연락드리면 캠퍼스로 들어 오십시오. 

  
추가 정보: 

 
콩코드에서는 때로 셀폰 신호 강도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셀폰에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자녀와 

픽업 계획을 미리 상의하고 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명이상의 학생들을 Main Campus내 다른 운동/활동에 드랍 오프/픽업 하실 경우에는 Main 
Street에 주차하시고 학생들이 거기서 내리거나, 차로 오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OVID-19 관련된 학업 방침  
 
 

I. 예방 접종 및 전염병 

예방 접종 

 매사추세츠 주 법에 의하여, 모든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막론하고, 캠퍼스 활동에 참가하려면, 최근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면제증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 증명서는 자격증을 갖춘 의료인이 

서명한 용지이여야 합니다. 합당한 종교적, 개인적, 또는 의료적 면제 사유가 있는 학생은 주 법에 준수한 

면제 용지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적 면제 용지는 해당 학생이 의료적 사유로 특정한 예방 

접종(들)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과, 자격증이 있는 의료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종교적 또는 개인적 면제 용지는 예방 접종이 그들의 종교적 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과,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학생이 18세 이상인 경우는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예방 접종 증명서 또는 면제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등교할 수 없고 어떤 캠퍼스 활동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 정부의 예방 접종 요구조항에서 면제된 학생들은 예방 접종으로 예방될 수 있는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등교나 학교 활동 참여를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 제외된 학생들은 (1) 그 전염병 

사태가 지나간 후; (2) 그 학생이 그 병을 앓고 완치 된 후 또는 (3) 그 학생이 예방 접종을 맞은 후에야 

등교할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으로 예방될 수 있는 전염병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는 적절한 의료 전문가 

및/또는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전염병에 걸리거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에 

노출된 학생을 학교 재량에 따라, 병에 걸린 학생의 건강 및/또는 다른 학생들과 학교 직원들의 건강에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 생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을 학교 생활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때, 학교는 미국 질병 대책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및 주 보건부를 포함하는 

적절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이드라인이 자주 바뀐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전염병에 관한 보건 및 안전 커뮤니케이션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학교는 내부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과 가정에 캠퍼스 보건과 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를 보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는 COVID-19과 같은 전염병의 특성과 확산, 증세, 

유행병 또는 병발생 시 취해야 할 필요한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를 가정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매사추세츠 주 보건부가 발표하는 모든 공식적인 지시사항에 준수할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학부모님과 보호자님이 전염병과 예방 접종 문제들에 관한 질문과 우려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료 

전문가들과 문의하시기를 장려합니다.  



 

우리의 예방수칙은 종종 주 보건부 및 CDC의 지시사항이 바뀌는 대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고, Healthy Concord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학교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학교 규칙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준수할 때까지 정학 조치를 포함하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방책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 있었던 결과로 인해, 귀하의 자녀가 COVID-19에 노출되거나 

걸릴 수 있다는 것과, 귀자녀가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다는 것과, 그 결과로 

귀자녀와 가족들이 COVID-19 증상을 겪거나, 격리 및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성 
 
 
우리 모두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도 지키도록 도와 줄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가 캠퍼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순조롭게 운영하려면, 모든 사람이 보건 및 안전 조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ommunity Handbook 및 Employee Handbook에 

나열된 모든 훈육조치들이 시행되고 있고 있는 반면, COVID-19 예방수칙에 관련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습관적 또는 반복적인 위반행위는 어른과 대화한 후 그것이 학부모/보호자와의 대화, 또한 

학과장과 학부모/보호자의 대화 및 공식적인 경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추가적인 COVID-19 

예방수칙 위반행위는 무기정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II. 원격 학습 
 
 
유행병, 팬데믹, 정부 조치 또는 다른 이유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학교는 학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캠퍼스를 닫고 전적으로 원격으로 하거나 또는 혼합식으로 학생프로그램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진 및 직원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따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안하는 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사들, 코치들, 상담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들을 

항상 지도할 수는 없으며, 학생들의 모든 일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학년 및 경험 수준에 

맞추어 고안된 교재 및 활동은 집에 같이 있는 동생들한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원격 학습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하여, 학교는 수업, 회의, 학교 관련 행사들의 오디오 및 비디오를 녹음 

녹화할 것입니다 (“녹화물”).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은 녹화되는 수업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또한 

녹화물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학교는 녹화물을 편집할 의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녹화물은 수업 

내용 외에 학생들과 다른 참가자들의 이름, 모습, 음성, 개인 정보 및 특징, 활동, 녹화 중 발생하거나 

제공된 다른 정보도 포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화물은 그 수업 또는 행사의 참가자들과 진행자들만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전체 행사는 말하는 사람들만 녹화할 계획입니다. 
 
 
 
 
 
 
 
 
 
 
 
 
 

https://concordacademy.org/healthy-concord/


 
디지털 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에 대한 학교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교사들, 직원들을 존중해야 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학생이 다른 학생 또는 학교 직원과의 충돌로 인하여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즉시 우려점을 생활부장 교사(dean of students)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Community Handbook에 포함된 비행 보고를 다루는 학교 규칙을 따를 것입니다.  
 

 
이번 학년도에 수업 방식이 원격이든 혼합식 환경에서 진행이 되든 상관없이, 등록금 및 수수료는 학습, 

학점, 특정한 비학습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학습으로 바뀐 결과로 

인해 운영비가 감소될 경우, 학교 재량에 따라, 실지로 든 금액을 계산하여 학부모님께서 지불하신 

등록금 및 수수료에 준하여 차액을 환불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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