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IS SNOW DAY POLICY
Safety is of utmost importance to us here at YHIS. As a school, YHIS has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safety of the community. Our snow day announcement provides staff and families
information on school closure. In making decisions, the Principal will look at how the weather
affects the safety of our families traveling to school (e.g., road conditions and snow
accumulation) and if the quality of education would be minimized by inclement weather. Advice
will also be sought from the local education bureau.
Should the need arise for a snow day, an alert will be sent to YHIS staff, students, and families
about school closure due to heavy snow by 6:30 a.m. via email and text message through the
YHIS Notification WeChat group. The PTO Leaders will also be informed via WeChat. If no
announcement is made by 6:30 a.m., it is a regular school day.
Late-arrival policy for snow
YHIS will not penalize students for being late in inclement weather. We recognize that families
living in different regions of the city will be affected uniquely during our winter storms – we
encourage our families to use their good judgment as to whether or not they bring their
children to school on inclement weather days. In cases where heavy snow makes it difficult to
come to school, students will be granted an excused absence.
Delayed start or Early Finish
Depending on the weather conditions and advice from the local authorities, the school may
choose to have a delayed to the school day. Students may also be released early from school. In
instances where there is a delayed start, a notice will be sent by 6:30 a.m. via email and text
message through the YHIS Notification WeChat group. The PTO Leaders will also be informed
via WeChat. If no announcement is made by 6:30 a.m., it is a regular school day. In instances of
an early finish of the school day, parents will be notified via email and text message before noon
through the YHIS Notification WeChat group and the PTO Leaders will also be informed via
WeChat.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YHIS snow day policy, please contact the YHIS Office at
office@yhischina.com.

YHIS 눈 오는 날 정책
YHIS 에서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로서, YHIS 는 가족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눈오는 날에 대한 공지는 학교 휴교에 대한 정보를 교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합니다. 교장은 결정을 내릴 때에
날씨가 공동체 가족들이 학교로 오는 과정 중에 안전에 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로 상황 및 눈 쌓인 정도),
그리고 악천후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낮아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에도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눈보라가 몰아칠 경우 YHIS 직원, 학생, 가족들에게 오전 6 시 30 분까지 폭설로 인한 학교 휴교에 대한 공지가
YHIS WeChat Notification 그룹과 이메일을 통해 전달될 것입니다. PTO 리더들 또한 WeChat 을 통해
공지가 전달 될 것입니다. 만약 오전 6 시 30 분까지 공지가 없다면, 이는 정상 수업을 의미합니다.
눈오는 날 지각에 대한 정책
YHIS 는 악천후로 인해 지각한 학생들에게 출석에 관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여러분께서 자녀를 악천후에 학교로 데려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폭설로
인해 학교에 오기 힘들 경우, 학생들은 사유가 있는 결석(excused absence)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등교지연 또는 단축수업
기상 조건과 지방 당국의 조언에 따라, 학교는 등교시간을 미루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학교에서 일찍 하교할 수도 있습니다. 등교시간을 미룰 경우, 이메일과 YHIS WeChat Notification 그룹을
통한 공지가 오전 6 시 30 분까지 전송될 것입니다. PTO 리더들에게도 또한 WeChat 을 통해 공지를 할
것입니다. 오전 6 시 30 분까지 아무런 공지가 없을 경우 정상 등교입니다. 일찍 하교하는 경우, 정오 전에
학부모님들은 이메일과 YHIS Notification WeChat 그룹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며, PTO
리더들에게도 WeChat 을 통해 공지를 할 것입니다.
YHIS 의 눈오는 날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YHIS Office (office@yhischina.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HIS 雪天政策
在 YHIS 安全对我们⽽⾔是⾄关重要的。作为⼀个学校，YHIS 有责任确保这个团体的安全。我们的雪天
通告为学校员⼯及家⻓们提供学校关闭的相关信息。在做决定时，校⻓会看天⽓对我们的学⽣们上学安
全的影响（例如：道路状况以及积雪程度），如果教育质量会被恶劣的天⽓影响⽽降到最低，我们也会
向当地的教育局寻求意⻅。
在下雪天有这个需要的时候，⼀个由于⼤雪导致学校关闭的警报将被在早上 6 点 30 分前通过邮件或者
YHIS 的微信群组信息传达给 YHIS 的员⼯、学⽣以及家⻓们。PTO 的领导们也会被通过微信通知到。如
果早上 6 点 30 分前没有通告，则当天是⼀个常规的上学及⼯作⽇。
雪天晚到政策
YHIS 将不会对因为恶劣天⽓迟到的学⽣们进⾏任何惩罚。我们理解居住在这个城市不同区域的各个家庭
都将会在冬天的暴⻛雪中受到影响，我们⿎励我们的家⻓们好好判断在恶劣的天⽓⾥是否要带他们的孩
⼦们到学校。当遇到下⼤雪的天⽓很难来到学校的时候，学⽣们将被允许当天的缺席。
延迟开课或提早放学
依据天⽓情况以及当地教育局的意⻅，学校可能会选择当天延迟开始上课。学⽣们也可能会提早放学。
⼀旦学校延迟上课，当天早上 6 点 30 分之前会有⼀个通知通过邮件以及 YHIS 微信群组消息发出。如果
当天早上截⾄ 6 点 30 分没有通告，则当天是⼀个正常上课⽇。⼀旦当天提早放学，学校会在中午之前
通过邮件以及 YHIS 微信群组信息通知家⻓们，PTO 的领导们也将通过微信被通知到。
如果您有任何关于 YHIS 雪天政策的问题，请通过邮件联系我们的 YHIS 办公
室 (office@yhischi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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