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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후견인 귀하:
이제 곧 여름이 지나고 추운 날씨가 시작될 것입니다. Prince William County 공립학교(PWCS) 악천후 관련
절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 얼음, 빙판 등으로 인한 도로 악화로 운전 및 도보가 위험한 경우, 등교 지연, 조기 하교, 또는 휴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Prince William 카운티 내 기상조건 및 일기예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카운티
내 기상조건은 귀하의 거주지역과 다를 수 있으나, 저희는 350 제곱마일 내 거주하는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악천후 절차를 실시하오니 양해바랍니다. 특정 지역의 도로 및 인도가 기상악화로
안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끔 학교가 정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십시오. 안전이
우려된다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생의 결석은 승인되며 빠진 수업에 대한
보충 과제를 작성하는 한, 성적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PWCS 교통담당부서(transportation team)는 카운티 전역 주요 도로 및 변방 도로를 모니터링하여 이동의
안전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경찰, 버지니아주 교통부 및 일기예보 발표 등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안전은
항상 최우선시되며 기상변화에 맞추어 신속히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오전 5 시에서 5 시반 사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로로 악천후 절차를 발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메일: https://pwcsalerts.bbcportal.com 에서 E-News 를 구독하십시오.



휴대폰/모바일 기기: MyPWCS 앱을 확인하십시오. 이 앱은 Apple 또는 Android 온라인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전송: https://pwcsalerts.bbcportal.com 의 E-News 계정을 만들고 귀하의 스마트폰을



등록하십시오.
온라인: 교육구 웹사이트 pwcs.edu 및 학교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이미 사이트를
열어논 상태라면, “Control + F5”를 눌러 새로고침을 실행하십시오).



소셜미디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PWCSNews 에서 “Like”를 누르시거나 저희 트위터
twitter.com/pwcsnews 를 팔로우 하십시오.



지역 라디오 및 TV 방송은 주기적으로 등교 지연 및 휴교 안내를 반복합니다.




PWCS-TV 를 시청하십시오(Comcast 채널 18, Verizon 채널 36).
PWCS 전화안내(703.791.2776)로 전화 후, 3 번을 누르십시오.

때로, 통근 차량이 줄어들거나 도로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등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악화의
경우, 등교 지연은 휴교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R. STEVEN L. WALTS

Superintendent of Schools
P.O. BOX 389, MANASSAS, VA 20108 • WWW.PWC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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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이후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 학교는 조기 하교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Prince
William County 학교는 오늘 1 시간(또는 2 시간) 일찍 하교합니다”라는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조기
하교 시, 모든 방과 후 학생 활동, 운동팀 연습, 고졸학력인정시험(GED) 수업 및 성인 교육반 수업 등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및 학교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다음 추가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등교 지연을 실시하는 날 자녀를 학교에 일찍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교직원의 출근 역시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 Emergency Card 에 기재된 사람(학부모/후견인 및 형제자매 등)만이 버스 하차 장소에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버스기사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하교 시, 귀하가 시간에
맞춰 버스 하차 장소로 갈 수 없는 경우, 귀하 대신 아동을 인계받을 수 있는 사람을 Emergency
Card 에 반드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사람이 하차장소에서 대기하지 않는 유치원 및
초등생은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조기 하교로 인해 아동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여 집에 혼자 있어야하는 경우, 미리 대비하시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 역시 조기 귀가 시, 안전을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비상사태 시, 절대 자녀의 학교 또는 PWCS 사무실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교육구의 전화망은 비상사태 대처 및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합니다.



PWCS 교직원은 악천후 이후, 학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귀하는
거주지 근처 인도, 버스 하차장 등의 제설 작업에 협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 및 원활한
버스 운행 과 승하차를 도울 수 있습니다.



동봉된 취학연령 아동보호 프로그램(SACC) 및 Next Generation 학생에 대한 특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십시오.

학교 스케줄 변경에 관한 결정은 절대 가볍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절차에 대한 문의는 자녀의 학교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Steven L. Walts
교육감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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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연령 아동보호(SACC) 및 Next Generation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특별 안내사항


학부모는 “악천후 대비 양식(Inclement Weather Plan Form)”을 작성하여 해당 SACC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이 양식은 SACC 및 Next Generation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하교 시 아동이 무엇을 해야하는 지 설명합니다.



휴교 시, SACC 및 Next Generation 프로그램 역시 취소됩니다.



Prince William County 공립학교의 등교가 2시간 지연되는 경우, SACC 프로그램은 2시간
지연되며 Next Generation 프로그램은 정시에 시작합니다.



조기 하교 시, 방과 후 SACC 및 Next Generation 프로그램은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방과 후 및 저녁 활동이 취소된 경우, SACC 및 Next Generation 프로그램은 오후
5 시에 종료됩니다.



문의사항은 SACC 관리자(전화: 703.791.8844)에게 연락주십시오.

유치원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특별 안내사항
2 시간 등교 지연이 발표된 경우, 유치원 스케줄 역시 이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학부모/후견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2 시간 등교 지연


유치원 오전반 및 종일반 스쿨 버스는 평소보다 2 시간 늦게 승차 장소에 도착합니다.



유치원 오전반 및 종일반 학생들은 평소보다 2 시간 늦게 등교해야합니다.



오전반 학생들만 평소보다 1 시간 늦게 하교합니다. 종일반은 정시에 하교합니다.



유치원 오후반 버스는 평소보다 1 시간 늦게 도착하며 하교시간은 평소와 같습니다.

1 시간 조기 하교
유치원 오전반 및 종일반 학생들은 평소보다 1 시간 일찍 하교합니다. 오후반은 취소됩니다.
2 시간 조기 하교
유치원 오전반 및 종일반 학생들은 평소보다 2 시간 일찍 하교합니다. 오후반은 취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