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관 종료- 도장 내 수업 재개!
12/6/2020

NSW 주정부 지침에 따라 6 월 13 일 토요일부터 Zido Hub Chatswood를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7 월 1 일에 주정부 추가 변경 사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스 시드니 걸스, 비콘힐, 모스만, 맨리 및 린드필드 수업 재개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현재로서는 3학기 재개가 가장 빠를 것처럼 예상됩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확산되고 있는 상태라 정부 권고 필수 준수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키며 수업을 진행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체크인 절차 (Covid Safe 요건에 따라)
1. 각 학생은 수업 전에 학생 포털에서 자신의 자리를 예약 해야합니다 (링크 또는
비밀번호가 없으십니까? Master ZiChuan에게 문의하십시오).
2. 학생들이 도장에 들어올때 출석체크가 됩니다.
3. 학생들이 도장에 입장할때 신체온도가 체크됩니다-학생의 체열이 섭씨 38도 이상이면 도장
입장 허용이 안됩니다.
4. 도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입장 직후 사용바랍니다.
5.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 매트 위에 흰색 십자선 또는 노란색 선 위에 서십시오(강사가 알려줄
것입니다).

수업 시간표
필요한 경우 7 월 1 일 이후 시간표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업 규모는 매트 1에서 8명,
매트 2에서 6명으로 제한됩니다. 학생들을 분산시켜 간격을 두고 수업을 진행합니다.
도장 내 인원 제한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추후 확인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추가 수업시간을 배당하여 학생들이 도장내 수업을 참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비드 전 주당 16개의 수업이 있었고 코비드 후 21개의 온라인 수업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표에는 주당 총 36개의 수업이 있게됩니다.
소규모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 학생들에게 맞춤 수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 사항!
1.저희 도장은 학생이 주당 / 월마다 참석할 수있는 수업의 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도장 내 수업이 제한될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2. 훈련하는 형식이 바뀝니다. 강도, 유연성 및 기술 균형 잡힌 수련을 위해 일반 수업과
학생의 특정 승급/띠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략 10 명이 온라인 수업만 참석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분들은 ZiChuan 마스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수업 시작 1 분 전까지 수업 자리를 예약 할 수 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예약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수업 1 시간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5. 예약을 하였지만 수업에 참석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1 주일 동안 수업에
참가 할수 없게 됩니다.
6. 회원 멤버쉽이 일시중지 되었던 학생은 ZiChuan 마스터에게 알려주십시오. 일시 중지 된
경우 시스템에서 수업을 예약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7 월까지 일시 중지된
상황이며 일부는 2021 년 2 월까지 일시 중지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