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정 귀중
저희 해밀턴-웬트워스지역교육청(Hamilton-Wentworth District School Board - HWDSB)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의 하나는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석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사용하기 쉬운 학생 결석 신고 시스템, SafeArrival 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교직원도 이 시스템을 통해 모든 무단결석에 대해 신속하고 완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매일 모든 결석의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고 모든 학생의 행방이 규명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은 SafeArrival 을 이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자녀의 결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SafeArrival 웹사이트 go.schoolmessenger.ca 를 이용하십시오. 이 웹사이트를 처음 이용할
경우에는 'Sign Up(회원 가입)' 메뉴를 사용하에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Attendance(출결)'을
선택한 다음 'Report an Absence(결석 신고)'를 클릭하십시오.
2. 모바일 기기로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또는 go.schoolmessenger.ca 에 올려져
있는 링크)에서 SchoolMessenger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이 앱을 처음 사용할 때는 '
Sign Up(회원 가입)' 메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Attendance(출결)'을 선택한 다음
'Report an Absence(결석 신고)'를 클릭하십시오.
3. 무료 전화 844-506-4350 으로 전화하여 자동 전화 시스템으로 결석 신고를 하십시오.
위 세 가지 옵션은 연중무휴, 하루 24 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결석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미리 결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결석할 경우, SchoolMessenger Communicate 자동
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학부모에게 연락할 예정입니다. 이 자동 통지 시스템은 해당 학부모가
결석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밝힐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담당자가 직접 처리합니다.
SafeArrival 무료 전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로 자녀의 결석을 미리 신고했을 경우에는 이 결석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2019 년 4 월 23 일부터는 학교에 메모를 보내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지 말고 SafeArrival 을
이용하여 결석을 미리 신고하십시오. 저희 담당자는 당장 오늘부터 SafeArrival 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귀 자녀의 결석 사실을 통지할 것입니다(미리 결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학교 행정실 또는 학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SafeArrival 에 관한 추가적
자료는 bit.ly/safearrivalHWDSB 및 각 학교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