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리드 (병행) 학습으로 학생들을 다시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 

교실 복귀를 위한 우리의 건강 및 안전 규약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및 하이브리드 학생의 보호자는 매일 건강 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학교 첫 날 전, noreply@fwps.org 에서 교직원과 하이브리드 학습에 참여한 아동의 1차 학부모/보호자는 앞으로 어떻게 

통지를 받을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이메일을 받으실 것입니다.  

 

학부모: 일일 필수 건강 검진 

  

 자녀가 집에서 나가기 전, 자녀의 체온을 측정하고 각 자녀에 대한 온라인 건강 검진을 작성해야 합니다.  

o 일일 통지 다시 알림은 학교 파일에 기록된 1차 보호자에게만 전송됩니다.  그러나 모든 학부모는 직접 

학습 시작 전 이 웹페이지에 추가될 설문 조사 링크를 통해 건강 검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o 검사는 증상 및 가능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19 노출 에 대해 질문하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자녀가 

새로운 COVID – 19 증상을 보이면 집에 있어야 합니다.   

 건강 진단이 끝나면 자녀가 학교에 올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o 자녀가 인증을 받았는지 (학교에 출석해도 됨) 혹은 인증되지 않았는지 (집에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o 학교 또한 귀 자녀가 학교에 올 수 있는지에 관해 통지를 받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면, 직원이 건강 검진과 증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o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교직원이 자녀가 교실에 들어 가기 전 증명을 완료하기 위해 연락할 것입니다.  

o 만약 자녀가 학교에 왔지만 질문에 대한 답이 “예”이거나 열이 있는 경우 자녀를 데리러 오시도록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대면 교육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직원:  일일 필수 건강 검진 

 

 2021년 3월 8일 이전까지, 교육구 또는 학교 현장에 보고하는 직원은 이전에 확립된 건강 검진 웹페이지를 사용할 

것입니다. 

 2021년 3월 8일부터: 모든 직원은 일일 건강 검진 통지를 받게 되며, 이 통지는 하루동안 일하러 갈 것인지 

원격으로 일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출근 전 매일 완료되어야 합니다. 

 매일의 통지는 귀하의 교육구 이메일 또는 귀하의 개인 선택에 따라 문자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검진은 QR 코드나 

웹 링크를 통해서 작성할 수도 있으며 곧 이 웹페이지에 게시될 것입니다.  

 검진이 끝나면 학교/교육구 건물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인증 혹은 미 인증) 여부를 알려줍니다. 

 

mailto:noreply@fwp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