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ch 30, 2020 
   

학부모, 커스터디언 그리고 에이전트 귀하, 

  

랭리 교육청 유학생 프로그램은 빠르게 진화하는 세계적 보건 상황을 우선으로 지켜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임을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랭리 교육청에서 유학생을 받을 

때에는, 유학생들을 우리 자신의 학생으로 간주하고 학생들의 건강, 안녕 그리고 교육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씨주 보건부와 교육부와 긴밀하게 

일하며 모든 학생들과 스태프의 지속적인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정보는 랭리 교육청 웹페이지 here 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2020년 3월 27일 

랭리 교육청 교육감인 Mr. Gord Steward 께서 랭리 교육청 내 모든 학부모님께 보내는 메시지  

here 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학습계획 here 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 

  

랭리 교육청 교육감 Mr. Gord Stewart 께서 2020년 3 월 30 일부터 4월 3일까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비디오 here 를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계획된 봄방학은 3월 27일로 끝났으며 원래는 3월 30일부터 교실 수업이 

시작되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씨주 교육부의 발표에 따라, 모든 교실 수업은 현재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원격으로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자신의 과목 혹은 학년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정부와 저희 교육청이 

우리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듯이 스태프들이 

지속적인 학습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준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다시 출근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며칠이 소요될 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는, 학교와 담임 혹은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업데이트된 정보를 받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이메일/학교 앱 혹은 어떤 소셜미디어/메시지 등을 체크하기 

바랍니다. 

  

https://www.sd35.bc.ca/alerts/important-update-for-parents-guardians-and-students/
https://www.sd35.bc.ca/wp-content/uploads/sites/2/2020/03/Letter-to-Parents-Continuity-of-Learning-2020Mar27.pdf
https://www.sd35.bc.ca/wp-content/uploads/sites/2/2020/03/NEWONESD35-Continuity-of-Learning-Plan-2020Mar27.pdf
https://www.youtube.com/watch?v=TB32p8cvS1c


 

 

 

여러분은 4 월 1 일 수요일 혹은 그 이전에 여러분 학교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첫번째 연락은 아마도 여러분 현재 이메일 연락 정보를 학교에서 제대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4월 3일 금요일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생님 그리고 유학생 

코디네이터로부터 앞으로 수주 간에 해야 할 것에 관한 기본적인 세부 사항과 학교 과제를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학습과 수업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여러분 학교와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될 것이며 처음 몇 주 동안에는 모든 영역에서 수업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원격 학습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생님 혹은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정확한 이메일 연락 정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 

연락을 취하기 바랍니다. 

  

비씨주에서 유치원 - 12학년으로 재학하는 유학생은 해외에서 자신의 수업을 완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 학교와 선생님(들)과도 직접 계속 연락을 확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최종 성적을 받게 될 것이며, 학년을 패스할 수 있는 궤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학년도 수업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졸업의 모든 

조건을 갖춘 졸업이 가능한 학생들은 모두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리포트 카드는 

6월/7월에 정상적으로 발급될 것입니다. 리포트 카드 인증 서비스를 요청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는 성적표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계속 할 것입니다.  

  

고국으로 조기 귀환 

  

에이전트와 학부모로부터 조기 귀국하려는 학생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개인적이며 때로는 오직 부모님과 가족만이 내릴 수 있는 힘든 결정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캐나다에 남는 위험성과 고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비교하기 

바랍니다.  여행제한과 캐나다 국경 봉쇄 그리고 캐나다 도착 후 자가격리 필수 조건에 의하여, 

기간이 유효한 스터디 퍼밋(학생비자)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출국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이 2019-

2020 학년도 나머지 수업기간에 랭리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며 혹은 그 이후에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행 제한조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한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조차 여행이나 캐나다 재입국에 대한 어떤 조언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최근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3월 26일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된 메시지에 의하면: 

“2020년 3월 20일 발표한 바와 같이 유효한 학생비자를 갖고 있거나 여행 제한이 발효된 

2020년 3월 18일에 학생비자를 승인받았던 유학생들은 항공 혹은 육로로 캐나다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항공 및 국경 제한으로부터 제외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외는 

학업 중에 있거나 얼마전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던 학생들이 여행제한이 

발효되었을 때 캐나다 밖에 있었을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항공 여행 제한에서 제외된 

유학생들은 필수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캐나다 도착시 14일간 자가격리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께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IRCC website  와 캐나다 관광성 웹사이트 Government of 

Canada’s travel website 를 자주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가족에게 맡기며 

여러분 가족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어떤 것이든지 저희는 여러분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주요사항: 여러분이 캐나다를 떠났고 고국으로 귀국했다면, 유학생 프로그램 부서나 선생님께 

반드시 알려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의료 보험 

  

스터디 퍼밋 소지자로 비씨주 의료보험 (MSP) 보장을 받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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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받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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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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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에 감염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canada.ca%2Fen%2F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2Fservices%2Fcoronavirus-special-measures.html&data=02%7C01%7CmLeiper%40sd35.bc.ca%7C47d066e7e2514895f7ad08d7d2b4324f%7Cfcabfaaef80a4f74b6a7ba15c2a4bb24%7C0%7C1%7C637209543806877210&sdata=N4ANg6evVCrMXuA%2FORTL5yD5HxquISZxtUpQatzI0lU%3D&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ravel.gc.ca%2F&data=02%7C01%7CmLeiper%40sd35.bc.ca%7C47d066e7e2514895f7ad08d7d2b4324f%7Cfcabfaaef80a4f74b6a7ba15c2a4bb24%7C0%7C1%7C637209543806887205&sdata=GPge4jlzOoTW%2Fh%2BPRAfZrfTEeFrdCH4GPAxKY%2Fswtho%3D&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ravel.gc.ca%2F&data=02%7C01%7CmLeiper%40sd35.bc.ca%7C47d066e7e2514895f7ad08d7d2b4324f%7Cfcabfaaef80a4f74b6a7ba15c2a4bb24%7C0%7C1%7C637209543806887205&sdata=GPge4jlzOoTW%2Fh%2BPRAfZrfTEeFrdCH4GPAxKY%2Fswtho%3D&reserved=0


 

 

 

 환불 정책 

  

랭리 교육청은 지금부터 이번 학년이 끝나는 때까지 랭리 모든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2020년 9월 학년 신입생에 관련하여, 

캐나다로 입국하여 어떻게 학습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 내리기는 너무 이릅니다.  국경 

봉쇄, 학교의 길어진 휴식기 등의 여러 결정이 정부의 여러 레벨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이 좀 더 명확하게 되면 교육청은 그 부분을 고려할 것이며, 저희는 추가적인 정보 혹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에이전트, 학부모와 커스터디언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유학생 프로그램 부서 (교육청 사무실) 

  

저희 홈스테이 코디네이터들은 유학생을 지원하는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일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랭리 교육청 사무실은 개인적으로 방문은 

불가하지만, 랭리 교육청 유학생 프로그램은 여전히 열려 있고 이메일 ISP@Sd35.bc.ca 을 통해 

연결이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여러분의 질문과 문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청 건물 안으로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어서 저희 사무실 방문이 불가합니다.  

  

가능하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위해 여러분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학교에서 더 많은 정보가 오기를 기다려 주시기 권합니다.  이런 힘들고 전례 

없었던 시기를 함께 겪어 나가는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보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보내는 연락을 확인하기 위해 랭리 교육청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d35.bc.ca   
 

다시 한 번, 우리의 학생과 스태프의 건강과 안전이 항상 저희에게 최우선이며 제일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Sincerely, 
  
Mark Leiper 
District Principal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 
Langley School District 

 

mailto:ISP@Sd35.bc.ca
https://www.sd35.b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