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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번 김상선 님 게시글에 대한 영양군학원연합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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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을 댓글로 붙이기엔 예의가 아닌듯 하여 
본문으로 적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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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영양군학원연합회(영학연)는 김상선 님께서 새벽시간에 게시한 글을 보며
먼저 글 작성 전 해당 교육청이나 학원연합회와 일체의 소통도 없었고, “영양군청 자유게시판”이라는 공간으로 단순 인지한 채 
해당 사실이 정확한 정보없는 개인의 생각으로 공, 사교육 기관이 감염의 통로라는 오해를 부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게시글 의 내용 중...
“저도 영양고등학교와 영양여자중학교에 각각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
이하생략...
이 엄중한 상황에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학원출입을 허용한다는 다소 어이없는 조치입니다. 
영양초등학교 학생들만 다니는 학원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하생략...
등교는 제한하는데 학원은 개원한다?여러분들은 납득이 가시나요?
학교가 감염범위가 넓습니까? 학원이 감염범위가 넓습니까?
학원은 다른 학교와 다른 사회집단으로의 감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어제 청정 영양군에서의 확진자 소식을 접하며 저희 영학연은 학생 및 가족들의 건강을 최우선 배려해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교육청과 소통, 협의하였고, 영양군 내 학원과 교습소 전체는 전수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초등반은 무조건 휴원하기로 전체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도 결정,통보 하였습니다.
또한
영학연(학원/교습소)은 철저한 방역살균 활동과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교육청 및 군청 방역점검팀을 통해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후 책임있는 자세로 사과문게시를 요청합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자신은 정의로운 지방정치 실현으로 군민이 행복한 영양을 만들고 새로운 영양, 미래의 영양, 정의롭고 발전하는 영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약으로 ‣ 풍요로운 영양 조성 ‣ 보다 가까운 영양 조성 ‣ 농민이 보다 잘사는 영양 조성 ‣ 흥이 나는 영양 조성 ‣ 역사와 문화의 가치가 살아있는 영양을 만
들겠다.
또한 “영양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공약들을 보여드리겠다.”는 선거 시즌용 문
구를 평소에도 보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청정 영양군에 살고계신 모든 분들께 
“학원은 다른 학교와 다른 사회집단으로의 감염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누구도 다시 못하도록 클린존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군 학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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