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가 있는 결석 (Excused Absences) 

• 개인 질병  

• 직계 가족의 심각한 병  

• 가족의 사망  

• 종교적 휴일  

• 법원 또는 정부 기관 출석  

• 직계 가족의 군 입대 / 출병 방문  

• 중요한 가족 행사 / 직계 가족의 축하 행사  

• 전문적, 수업 보완적인 학교 밖 행사 및 프로그램  

  

무단 결석 (Unexcused Absences) 

• 기상 악화  

• 스쿨 버스 놓침  

• 자동차 관련 문제  

• 쇼핑   

• 베이비시팅 (Babysitting)  

• 늦잠  

• 이 외에도 기타 사유  

 

  

• 학생 보건 당국에서 지시한 경우만 가능  

• 부모가 학생의 코비드 직접 노출 후 집에 머물기로 선택한 

경우 ( 보건 당국의 지시가 아닌) 은 학교 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excused/ unexcused 로 표시됩니다.  

• 학습 참여는 동기 (라이브) 또는 비동기식(자율학습) 으로 

가능  

리모트 러닝 지정 

• 1 년에 최대 6 일까지 가능 

• 학부모가 Mr. Parker 또는 Ms. Brown 에게 서면으로 승인 

요청  

• 요청시 최소 결석 5 일전에 사전 요청해야함 

•  Mr.Parker 가 이전 결석 기록과 아카데믹 기록을 포함하여 

검토  

• Ms.Brown 또는 Mr. Parker 가 학부모에게 결정 사항 전달  

• 승인이 되면 PA 로 결석 기록 

• 학생 및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함꼐 추가 학습에 대해 의논  

사전 승인 결석 (Pre-approved)  

 

• 연속 3 일 결석, 지각, 조퇴시 의사 소견서 제출 필요. 

• 7 일 누적 결석, 또는 10 일 누적 지각 또는 조퇴를 할 경우, 후속 질병 관련 결석, 지각, 조퇴에 대한 닥터스 노트가 필요합니다.  

• 학생이 자주 또는 간헐적으로 결석, 지각, 조퇴를 해야하는 의학적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의학적 문제와 결석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닥터스 노트가 필요합니다.  

• 학생의 직계 가족이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경우,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돌아올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의료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리모트로 학습 참여  (Participate Remotely)  

Information 

• 학기 당 5 일 가능  

• 선생님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아야 함  

• 2 일 안에 학교 학습 과정이 완료되어야 함  

• 선생님의 의해 학습이 승인 받기 전까지는 

unexcused 로 처리  

• 학습 참여는 동기식 (라이브) 또는 

비동기식(자율학습)으로 가능  

 

 
절차 (Process)  

최소 결석 1 일 전에 모든 선생님들에게 이메일  

선생님들은 개별로 학부모님에게 응답할 수 있음  

o 중요 테스트가 없다면 승인할 수 있음 

o 중요 테스트가 있다면 거부 가능  

결석시 unexcused 로 처리  

학생의 학습이 완료되면 선생님들이 Ms. 

Brown 에게 이메일  

최소 50% 학습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어야, 

결석이 PR 코드로 바뀌게 됨  

참고: Ms. Brown 은 과제가 완료되었는지 제출했는지 

여부만 판단함. 과제를 수거하고 점수를 매기는 

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음. 학부모들은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함.  

 

 

 
선생님들은 어떤 이유로든 수업을 결석하는 학생들을 위해 

과제를 내고, 학생이 완료할 때 까지 함께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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