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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PECT EXCELLENCE

WE INNOVATE

WE EMBRACE EQUITY

WE COLLABORATE

2020 년 3 월 27 일
비버튼 교육구 가정에게,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계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빠르게 진화하는 COVID-19 전염병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가져주신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따라 모든 학교는 2020 년 4 월 28 일까지 학생과 지역 사회에
폐쇄되어야 합니다. 만일 상황이 바뀌게 되면, 휴교 기간은 연장되고, 저희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 손실이 되지 않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할 것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오리건 교육부 (ODE)는 학생 및 가족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자료들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비공식적으로 나마 보충이 되는 학습에 계속 참여하도록, 교육구로 하여금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휴교 기간 동안 저희 교육구는 학생들에게 보충 학습 및 학업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버튼 교육구 첫 원격 학습 계획
(제 1 단계)은 봄 방학 한 주를 제외하고 학교가 문을 닫은 처음 10 일 (3 월 16 일-4 월 3 일)에 실시하도록 제공되었습니다.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가 학교 휴교를 4 월 28 일까지 연장했을 때, 저희는 원격 학습 계획 제 2 단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원격 학습 계획 제 2 단계 목표:
●
●
●
●
●

학생들과 연결되어 어려운 시기에 교사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사회적, 정서적 건강 지원. 학생과 교직원의 복지를
최우선시함
학습 손실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교실 커리큘럼에 연결된 보충 학습 기회 제공
고등학교 12 학년 졸업생들이 정시에 졸업할 수 있도록 학점 취득 기회 제공
모든 학생들이 학습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원격으로 학습 기회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교사와 행정 관리자에게 교육하고 지원 제공

저희는 저희 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진행 중인 상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므로 앞으로 계획을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원격 학습 계획의 목표는 학습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일의 기초가 되는 학생들과의
관계를 재 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12 학년 학생의 경우,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느끼는 엄청난 손실을 인정하며, 여러분 모두가 졸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각 학교 교장은 원격 학습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교직원들과 화상 회의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러한 조정이 학교, 수업 및 개별 학생에 따라 다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같은 염려를 가지고 있으나, 교직원들과 다시 연결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직원들과 회의를 하게 되는 다음 주에 발표될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이 새로운 학습 방식에 대한 인내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inny Hansmann
비버튼 교육구 Teaching & Learning 부서 실무 교육감

District Goal: WE empower all students to achieve post-high school success.
The District prohibits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 based on any basis protected by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 individual’s actual or perceived
race, color, religion, sex,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national or ethnic origin, marital status, age,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pregnancy, familial status, economic status, veteran status, or because of a perceived or actual association with any other persons within these
protected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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