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제일

저희는 GCPS 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안전제일을 실천하기 위해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몇가지 안전에 관한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학업 환경을 유지하는데는 모든 사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자주손을씻고,다른사람과의신체적안전거리를유지하며아프면집에있는것으로도울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마스크는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건강한 학업 환경을
유지합시다.

티슈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가리고
사용한 티슈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비누와 물로
손을 20 초
이상 자주
씻으세요.

눈,코,입을 만지지
마세요.

치료를 받으러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아프면 집에서 쉽니다.

다른 사람과 가까운 접촉을 피하세요

봉쇄와 대피에 대한 대처방법

학교 봉쇄령은 교내 또는 교외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을 때
학교 관계자 및 해당 지역 경찰이 결정합니다.

자녀의 학교가 봉쇄되거나 대피상태에 있다면 아이의 학교로
가지 마십시오. 차량 적체로 인해 경찰 지원 또는 응급 대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연락할
것입니다.

악천후에 대한 준비
밤새 날씨가 나빠지면 GCPS 관계자들이 카운티 내의 도로와
다리를 운전하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추가로, 학군에서는 혹시
학교나 디지털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 공급도
확인합니다.
• 악천후 중에는 GCPS가 보통 새벽 6시까지는디지털 학습일
또는 종일 휴교를 통보합니다. 결정이 된 후에는 학군에서 이
내용을 GCPS 웹사이트, GCPS TV, 학군의 페이스북 페이지
및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알립니다. GCPS 는 또한 메트로
아틀랜타 뉴스 매체들에 알리고 각 가정에도 스쿨 메신저를
통해 선택하신 방법대로 전화나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문자
송신은 반드시 가족들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학교 대피령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것이 위험할
때 발동됩니다.
학교 안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GCPS
웹사이트 Safety and Security information 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gcpsk12.org).

악천후가 예상될 때에는 GCPS 와 해당 지역 관계자들이
협조해서 현재 상황과 다가올 상황을 관측합니다.
•

수업시간 중에 날씨가 나빠지면 학군의 리더들은
학생들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귀가시킬
방법을 결정합니다. GCPS 학교들이 일찍 하교하거나
오후 또는 저녁 활동을 취소할 경우, GCPS가 해당 지역
학교 연락망 및 SchoolMessenger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알리거나 메트로
아틀란타 뉴스 미디어, GCPS 웹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합니다

예정된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교에서는 공지사항을
알리지 않습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가족의 확실한 연락처를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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