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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드케어  및  킨더가든의  텀 4 출석  

문제와  2021 학년도  프렙  학년  입학에  

대한  정보  
 

학부모 /보호자님께 , 

 

코로나바이러스  (Covid 19)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편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자녀가  차일드케어나  킨더가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 

 2021학년도  프렙  학년  어린이들을  맞이할  학교의  준비  활동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법 

 

 

차일드케어나  킨더가든에  돌아가기 

 

10월 5일  월요일부터 

멜번  광역권과  빅토리아주의  지방  및  시골 지역의  모든  어린이가  돌아갈  수  있으며 ,  

 차일드케어  (롱  데이케어  또는  패밀리  데이케어) 와 

 세션별  킨더가든이  다시 시작됩니다 . 

이는  빅토리아주 재개방을  향한  주 정부  로드맵, 3단계  중  일부입니다 .  

 

로드맵의 단계별 조치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소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빅토리아주  수석 의료관의  권고에  따라  다른  변경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저희는  각  가정이  자녀의  안전에  대해  쏟는  각별한  염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일드케어와  킨더가든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발생  위험이  낮은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  정보의  출처는   

 빅토리아주  수석 의료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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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의료  보호  수석위원회 (AHPPC / 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 

입니다 . 

 

차일드케어와  킨더가든  현장  출석에  변경이  있었던  이유는   

봉쇄조치를  준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봉쇄조치는  지역을  돌아  다니는  인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차일드케어와  킨더가든이  어린이나 직원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 

 

각  차일드케어와 킨더가든에는 코로나 안전  (COVIDSafe) 계획이 있습니다 . 실내와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과  같은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조치도 여기  포함됩니다 . 

 

차일드케어나  킨더가든에  가는 것은  모든  어린이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출석은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2021학년도에 프렙  학년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각  학교가  2021 학년도에  '프렙 '을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킨더가든과  학교가  가정과  협력해서  자녀의   

2021학년도의 프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입학  후  텀1 기간은 올해  계획되어  있던  4세 킨더가든에 다닐  수  없었던  아이들을 돕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교는  어린이들의  2021학년 프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실  온라인 투어   

 ‘교장  선생님  만나기 ’ 비디오 

 ‘프렙  팀  만나기 ’ 화상  회의 

 킨더가든 및  프렙  담당  교사  면담 

 5학년생들을 프렙  버디로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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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2021학년도 프렙  학년에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장 학교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등록하도록  권장합니다 . 교육부가 교육부  웹사이트를  통해  진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학년  프렙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자녀의  학교와  직접  상담하세요 .  

자녀의  킨더가든 교사와도  자녀가  킨더가튼을 떠나  학교  입학을  하는  계획에  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세요?  

킨더가튼에  부탁해서  전화  9280 1955, 혹은 이 웹사이트 방문을 통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각  차일드케어나 킨더가든은  다음의  방식으로 자녀와  그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 

 매일  센터나  킨더가든에 도착하는  아이들의  체온을  확인 

 건물과  장비를  정기적으로  청소 

 어른들에게  마스크  착용 요청 

 몸컨디션이  좋은 않은  자녀나  부모님은  집에  머물도록  권고  그런  경우에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검사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 

 

아울러 , 가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서 좋은 위생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권장합니다. 

 차일드케어나  킨더가든에  오기 전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 사용 

 차일드케어와  킨더가든을  포함하여 집밖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항상  1.5m 거리  두기  이 경우에는 , 차일드케어  

센터나  킨더가든의  직원, 다른  집  가족 역시  포함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는  휴지나  팔꿈치에  대고  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항상 

손을  씻으세요 . 

https://www.education.vic.gov.au/parents/going-to-school/Pages/choose-enrol-school.aspx
http://www.languageloop.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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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집에  있기  몸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검사를  받으세요 . 컨디션이  회복될  때까지  집에  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