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11 월 1 일 

ASD 가족 여러분, 

11월이 되었습니다! 2학기를 준비하면서 계속되는 팬데믹에 관한 ASD의 대응 방법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5 세 이상 아동 화이자 백신 접종 자격 

며칠 내에 5 세 이상 어린이도 COVID-19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ASD 학생 약 21,000 여명의 학생이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구는 백신 접종을 선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규모 

예방 접종 클리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는 부모의 동의가 

따르는 선택 사항입니다. 실내 클리닉은 Boniface 와 East Northern Lights 의 교차로에 

위치한 교육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토요일에는 몇 군데의 고등학교에서 클리닉이 

운영될 것입니다. 가족 일정에 맞추기 위해 저녁과 주말 시간에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접종 클리닉은 예약 없이 직접 방문만 허용될 것이나 가능하시면 방문 

전 Beacon 시스템을 통해 자녀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날짜, 시간 및 위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기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생 그룹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하는 것은 기존의 코로나 19 감염 완화 계획에 

추가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학생과 교직원을 학교에서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며 팬데믹 기간 동안 학습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추가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Beechtree Diagnostics와의 새로운 제휴를 통해 당일 COVID-19 테스트가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지역 내 실험실과의 성공적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학교 

내 코로나 19 검사를 모든 ASD 학교로 확대하게 된 것을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교육구는 Beechtree Diagnostics과 제휴하여 9월과 10월에 "big 8" 고등학교에서 학교 

내 코로나 19 검사를 시험적으로 실행하여, 이를 천천히 확장해 왔습니다. 이번 주 

간호사가 있는 모든 학교가 학생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너무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 학교 간호사가 코에 면봉을 넣거나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학교가 끝날 때 

배달부를 통해 Beechtree Diagnostics로 샘플을 보냅니다.  

• 이 RT-PCR 테스트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 시행되며, 학부모/보호자는 

Beechtree 에 등록한 후 문자나 이메일 중 검사 결과 수신 방법을 받을지 

선택합니다.  

• 학교 간호사가 결과 통지를 받게 되는데 보통 당일 저녁에 검사 결과가 나오며 

이에 따라 학생이 다음 날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 증상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일명 밀접 접촉자) 교직원과 학생이 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프거나 아픈 학생의 학교 복귀 날짜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본 교육구의 최신 

가족을 위한 건강 검진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중단된 버스 노선 업데이트  

백신 이용 가능성과 코로나 19 검사에 관한 눈부신 진전 반면에 인력 증강, 특히 운송부 

인력 증강에 있어서는 진전이 느린 상태입니다.                                                                                                                                                                                       

증원을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여전한 인력 부족으로 인해 두 그룹의 

버스 노선을 추가로 일시 중단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희망 사항은 



학부모님께 가능한 일찍 사전 통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교육구가 처음으로 버스 노선 일시 정지를 발표했을 때, 총 네 그룹의 노선이 각각 

3주씩 돌아가며 정지하는 방식으로 계획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그룹의 노선을 정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섯 번째 그룹은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 여섯 번째 그룹은 12월 13일부터 1월 7일까지 운영이 중단될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이 임시 버스 노선 정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공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ASD는 새로운 직원에 대한 고용 보너스와 현재 직원에 대한 

추천 보너스를 포함하는 공격적인 채용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구가 처음 

노선 정지를 시작했을 때 약 50 여 개의 버스 운전사가 공석이었습니다. 이후 운전사 

채용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세 명의 신입 사원이 방금 훈련을 마쳤으며 여섯 명의 

추가 신입 사원이 부지런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중단된 노선을 흡수하고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그룹의 노선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만약 

변경이 생기면 이에 영향을 받는 그룹의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격주마다 이메일을 보내겠지만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적시에 

업데이트되는 핫 토픽페이지를 방문하시길 요청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접어듦에 따라 우리 학생들을 돕는 ASD 학부모님, 조부모님, 이모, 삼촌 

및 모든 어른의 협력과 유연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학생이 좋은 성적, 

과제 완료 또는 장학생과 같은 학습의 새로운 이정표를 달성하는 만큼 여러분도 

조력자로서 인정받을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정규 학교가 우리 자녀를 위한 최선의 장소임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는 함께 

아이들과 교직원들을 학교에서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나 비숍 교육학 박사 

교육구 총 책임자 
 
Link to the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