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전트, 학부모님 그리고 커스터디언 선생님 귀하, 

랭리교육청 유학생 프로그램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 세계적 보건 상황에 지속적으로 발 

맞추어 가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싶습니다. 렝리교육청은 지속적으로 비씨주 보건부와 교육부와 긴밀하게 연계하며 모든 학생과 

스태프의 안전과 안녕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정보는 랭리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d35.bc.ca 

 

학교 

교육부는 즉각적으로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학교 등교를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주정부와 교육청은 다른 형태, 대체적으로 온라인 강의와 지원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념할 것입니다.  

 

비씨주 롭 플레밍 교육부 장관 말씀에 의하면, "저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고 싶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년말 성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을에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게 될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플레밍 장관은 졸업이 가능하고 졸업 조건을 

모두 갖춘 모든 학생들은 졸업을 하게 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봄방학은 3월 16일에서 27일까지로 스케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 동안 랭리 

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지속적인 학업을 위한 플랜을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일할 

것입니다.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국으로 조기 귀환 

에이전트와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고국으로 조기 귀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을 폐쇄하고 여행이 금지됨과 동시에 여행을 하고 캐나다에 도착 후 자가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로, 고국으로 떠나기로 한 학생들이 2019-2020 학년도 남아있는 학업 기한 

때문에 학생들이 랭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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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퍼밋 소지자로 비씨주 의료보험 (MSP)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 

랭리교육청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만약 학생이 비씨주 내에서 아프게 된다면, 

학생들은 의료보험을 받게 됩니다. 이는 비씨주 내에 있는 동안 COVID-19에 감염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스터디퍼밋이 없고 가드미 사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학생: 

랭리교육청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학업을 하는 동안 학생이 비씨주 내에서 아프게 된다면, 이미 

갖고 있던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사보험으로 보장 받게 됩니다. 비씨주 내에서 이 기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감염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환불 정책 

학비 환불 정책에 관련해서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studyinlangley.com/admissions/fees-process/ 

현재로서는 환불 정책의 내용이 최근의 사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각각의 상황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될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고, 특히 

2020년 9월 신입생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경 폐쇄, 장기화된 방학 등 여러 

결정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랭리 교육청은 그런 결정의 효력이 좀 더 명확하게 

되면 이 결정들에 관련하여 고려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 공유가 가능해지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어렵고 유례없었던 시기를 

극복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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