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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휴교 및 등교 연기 

 
등교 연기 또는 휴교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자주 묻는 질문과 등교 

연기/휴교 시 후속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등교 연기 또는 휴교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당일의 등교 연기 또는 휴교 결정은 기온과 일기 

예보 같은 현황을 고려하여 기상 상황에 근거해 이루어집니다.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악천후 시에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안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 시간(오전 3 시경)에 건물 운영, 교통, 기획/안전 

감독관(Directors of Building Operations, Transportation, and Planning/Safety)이 도로를 주행하며 

지역 경찰 및 시, 카운티, 주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인근 학교의 교통 감독관들에게 연락해 정보도 교환합니다. 
 

모든 정보가 취합된 후에는 휴교 또는 등교 지연에 대한 제안 사항이 교육감(Superintendent)에게 

전달됩니다. 
 
결정의 근거가 기상 악화가 아닌 추위인 경우에는 체감 온도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0 도면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보다는 기온은 10 도지만 체감 온도가 -5 도까지 떨어질 때가 더 

위험합니다. 
 
경우에 따라 당일에 휴교가 아닌 등교 연기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춥거나 안개 또는 

눈이 예보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등교 연기 시에는 해가 떠 있어서 찬 기운이 일부 가실 수 있는 

시간에 학생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며 등교 연기나 휴교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결정은 가급적 빨리 

이루어지며 보통 오전 5시 30분경까지 마무리됩니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라디오와 TV 방송국에 

통지하며 웹사이트상의 정지 신호가 바뀝니다. 또한 관리 센터(Administration Center)(330-7700) 주 

교환 센터에 안내 방송이 녹음되고 문자 시스템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됩니다. 

 
전날 밤의 일기 예보를 근거로 휴교(또는 등교 연기)를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기 

예보만으로(특히 눈과 관련된 예보일 경우) 등교 연기나 휴교를 결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모든 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당일 오전에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학생들의 조기 하교 결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조기 하교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학생을 맞아줄 사람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당일에 조기 하교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상 변화 및 안전 문제로 조기 하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정에서는 조기 하교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 조기 하교가 결정될 경우, 하교 시간에 맞춰 MCCSC 취학 연령 케어(MCCSC 

School Age Care) 방과 후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마지막 학생을 데리러 오실 때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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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교 시간에 부모님이 데려갈 수 없는 초등학생은 연락을 통해 부모님이 데려갈 때까지 

취학 연령 케어 프로그램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을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급적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학부모님과 데이케어 관계자들이 즉각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간혹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 적절한 시점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CCSC는 조기 하교가 결정될 경우 다음의 수단을 통해 가족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 이메일 또는 문자 알림을 통한 MCCSC 학교 메신저 알림 

• MCCSC 웹사이트(www.mccsc.edu) 및 MCCSC 소셜 미디어(Twitter @MCCSC_EDU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MonroeCountySchools)) 

• MCCSC 주 교환 센터(전화: (812) 330-7700) 

• 지역 및 지구 매체에도 통지됩니다. 

 
꼭 휴교가 필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상황이 위험하므로 이런 날씨에 아이를 밖에 내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는 자녀의 등교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느끼기에 안전하지 

않다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동의 하에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되지만 빠진 과제는 보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빠진 수업 일은 보충해야 하나요? 등교 연기의 경우, MCCSC는 빠진 시간을 ‘보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교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빠진 수업 일을 보충해야 합니다. 
 
 
 
 
 

체육/과외활동 행사 취소 절차 
 
 
 

전 학교 휴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당일의 연습, 과외활동, 체육 행사는 전면 취소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 후원자/체육 감독관이 해당 학교장에게 제안을 하고, 해당 

학교장은 건물 운영 감독관(Director of Building Operations)과 직접 협력해 학생들이 자발적 의사로 

오후 1시 이후 연습이나 활동, 체육 행사를 진행하게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건물 운영 감독관은 

교통 및 기획/안전 감독관과 협력해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행사를 허가하기로 결정되면 건물 운영 

감독관은 즉시 이 사실을 교육감에게 알립니다. 
 

텃밭 프로그램(Ready Set Grow) 및 취학 연령 케어(School Age Care) 프로그램은 취소됩니다. 

금요일에 학교가 휴교되면 토요일의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토요 교실(Saturday School)은 

취소됩니다.  

학생의 안전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토요일의 연습/활동/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상/도로 상황으로 인해재고려가 불가피한 경우, 건물 운영, 교통, 기획/안전 감독관들은 

스쿨버스 및/또는 학교 소유 차량으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학교 교장들은 당일 오전 아침 일찍 건물 운영 감독관의 조언을 받아 토요일 활동/행사의 

취소를 권유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건물 운영 감독관이 교육감에게 제안을하게 됩니다.  

http://www.facebook.com/MonroeCounty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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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전반에 걸친 결정이 이루어지면 등교일 휴교/등교 연기/조기 하교와 같은 방식으로 뉴스 

매체에 결정 사항이 전달됩니다. 
 
 
 
전 학교 등교 연기 

 

방과 후 교실 및 저녁 연습/활동/체육 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방과 전 활동은 지연됩니다. 텃밭 

프로그램 및 취학 연령 케어 프로그램은 일정대로 운영됩니다. 

 

전 학교 조기 하교 
 

연습 및 체육 행사를 포함해 당일 모든 방과 후 교실 활동은 취소됩니다. 방과 후 교실 취학 연령 

프로그램은 일정대로 운영됩니다. 

 
전 학교 조기 하교(금요일) 

 

연습 및 체육 행사를 포함해 당일 모든 방과 후 교실 활동은 취소됩니다. 토요일의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토요 교실도 취소됩니다. 학생 안전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토요일의 

연습/활동/행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상/도로 상황으로 인한 재고려가 불가피한 경우, 

건물 운영, 교통, 기획/안전 감독관이 스쿨버스 및/또는 학교 소유 차량으로 학생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 학교 교장들은 당일 오전 아침 일찍 건물 운영 감독관의 

조언을 받아 토요일 활동/행사의 취소를 권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교육감에게 제안 사항이 

전달되고 시스템 전반에 걸친 결정이 이루어지면 등교일 휴교/등교 연기/조기 하교와 같은 

방식으로 뉴스 매체에 결정 사항이 전달됩니다. 
 
 
 

등교 연기의 경우 다음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화요일-목요일-금요일  수요일 

 

오전제 유아원----------\ 전달 없음 전달 없음 

및 특수 유치원------- /   

전일제 유아원 오전 10:35 오전 10:35 
초등학교 오전 10:35 오전 10:35 

중/고등학교 오전 9:40 오전 9:40 

 
 
 

 
등교 연기 또는 휴교 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매체: 

 

중앙 디스패치(Central Dispatch) 

카운티 고속도로 

관리공단(County Highway 

Department) 

Herald-Times 

Oldies 105 WQRK/WBIW/WQRJ 

KORN 100.3/QMIX 107.3 

 

WHCC 105.1 또는 B97 

WISH TV- 채널 8 

 

 

WKKG/WCSI/WNVI/Oldies 104/Y106 

WQKC/WXKU 

WRTV-TV, 채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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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 

WCBK-FM 102.3 

WCLS 97.7 

WFHB 91.3 

WFIU 103.7/ 95.1/ 106.1/ 100.7 

WTHR-TV, 채널 13 

WTTS 92.3/WGCL1370 

WTTV 4 

WVNI-FM, Spirit 95 

WXIN-FOX 59 

 
건강 관리 프로그램 

 

 

야외 휴식 가능 날씨 

 
A. 기온 – MCCSC는 체감 온도가 18~23도(운동장 위치와 일조량에 따라 다름)인 경우를 야외 

휴식에 부적합하게 낮은 기온 범위로 간주합니다.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웹 링크에 

접속하면 체감 온도 계산 도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ws.noaa.gov/om/windchill/ 

 

 
 

 
 

B. 기상 악화 – 번개가 치거나 천둥이 울리면 휴식 시간을 취소하고/하거나 학생들을 

질서정연하게 건물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천둥과 번개 없이 맑은 하늘이 30 분간 

계속되어야 날이 갠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관리 지침 2413-02 

교육감 승인(7/12/06) 

 
 
 

http://www.nws.noaa.gov/om/windchi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