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ch 24 2020,  
 
 
에이전트, 학부모 그리고 커스터디언 선생님 귀하, 
 
학업과 관련된 일반적 업데이트와 더불어 교육청 홈스테이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의 학생/아들/딸과 함께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업 

1. 교실 수업이 취소되는 동안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업의 기회가 주어집니까? 

비씨주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속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해야만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랭리 교육청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계획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학생, 학부모 그리고 파트너에게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국제학생)들은 남아있는 현재 학년과 다음 

학년 학업에도 여전히 저희 학생입니다. 모든 유학생들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포함될 것이며 연결될 것입니다. 
 
2. 12학년 유학생들이 졸업하는데 위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졸업이 가능한 모든 학생들은 랭리 교육청에서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교실 수업이 취소된 현재 학년을 다시 마쳐야만 합니까? 

모든 유학생은 현재 학업 성적에 근거하여 학년말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패스가 

가능한 학업 점수를 가진 학생들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될 것입니다. 
 
4. 현재 점수가 낮고 내 점수를 향상시키려 했었습니다. 이 교실 수업 취소가 내 점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 부분은 봄방학이 끝나는 2020년 3월 30일 이후 학생의 유학생 코디네이터와 유학생 

프로그램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5. 이것이 대학입시 지원에 영향을 주게 됩니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미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지원을 한 대학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 이번 학년의 나머지 기간동안 학교는 문을 닫게 됩니까? 

언제 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학교의 유학생 코디네이터 혹은 랭리 유학생 프로그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홈스테이 질문 

1. 만약 3월 31일이전에 내 나라로 귀국할 경우, 4월 추가적으로 홈스테이비를 지불해야만 

합니까? 

교육청 홈스테이에 거주하는 학생 중 3월 31일 혹은 그 이전에 본국으로 귀국하는 

학생은 4월달 홈스테이비를 추가적으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을 통해, 4월, 

5월 그리고 6월 홈스테이비를 미리 지불한 학생이 2020년 3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출발을 하는 경우에는 4 월, 5월, 6월 홈스테이비를 환불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본국으로 

귀국했으며 홈스테이 집에 자신의 짐을 두고 간 학생 경우에는 스토리지비용이 

정기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2. 여기에 있고 싶지만 내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나요? 

• 랭리 교육청 홈스테이에서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반드시 유학생 프로그램, 호스트 

가정과 캐나다 정부의 지침사항을 따라주어야만 합니다. 

• 유학생이 자신의 홈스테이 가족 없이 랭리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학생들은 자신의 호스트 가정의 승인 하에서만 한 번에 1-2 명 친구를 만나도록 

허락됩니다. 

• 대중 교통 이용과 슬립 오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3. 비씨주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도록 하며 집 밖으로 나갈 때에는 사회적 거리를 

지켜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 대중 교통 이용 금지 (버스 등) 

• 밖에서 1-2 명 친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홈스테이 가정의 허락하에서) 

• 집 밖으로 나가면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2미터 (6피트) 유지해야 합니다. 

• 집 밖에서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 다른 사람과 연결을 위해서는 가상의 옵션을 이용합니다. (화상전화, 스냅챗 등) 

• 가급적이면 손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손으로 만지는 

행위 자제)  

• 몸이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합니다. 

• 기침할 때 자신의 팔꿈치 혹은 소매에 대고 합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사회 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누구라도 COVID-19 에 관련하여 정해진 지침사항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청 

홈스테이와 교육청 유학생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일 변화를 계속하며 빠르게 진화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육청 웹사이트에 올릴 것입니다. 
 https://www.sd35.bc.ca/. 
 
 

Sincerely, 

 
Mark Leiper 
District Principal 
Langley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https://www.sd35.b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