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비버튼 교육구 고등학교 학생 및 가정에게, 
  

지난 수요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올해 남은 학년도 동안 대면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 발표는 저희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일련의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이 편지는 비버튼 교육구 여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저희 모두는 연합하여 모든 가정과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저희 학교들의 중심은 교사와 학생입니다. 저희는 이들을 사랑하며 하루빨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학교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학교는 학문적으로 배우는 일이 
일어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회성이 자라는 기회를 가지는 것; 팀의 일원이 되는 것; 몸과 
마음에 영양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없기에 
매우 힘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학생과 그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서로 도울 것입니다. 원격 학습은 학생들의 
학업이 계속 발전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리건 교육부(ODE)는 모든 공립학교가 따라야 하는 마지막 2 개월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생들이 남은 학점을 취득하고 때 맞추어 졸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월 13 일 날짜로, 졸업하기에 올바른 궤도에 있던 12 학년 
학생들은 나머지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졸업하기에 올바른 궤도에 있지 
않았던 학생들은 추가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모든 12 학년 
학생들은 학교 카운슬러가 4 월 30 일까지 연락하여 개별적으로 계획을 논의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또한 IB, AP 및 이중 학점 과정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발표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12 학년 학생들에게 원래 계획대로 많은 학년말 기념식 /행사를 
열어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2020 학년도 졸업생들의 훌륭한 성과를 
칭송하려는 저희의 소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허용된다면, 
졸업식을 지연해서 행하거나, 가상 졸업식에 대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년말 
축하 행사를 재고해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3단계 원격 학습 계획을 시작합니다. 9 학년, 10 학년, 11 학년 학생들은 모두 
학년도 말까지 원격으로 학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교사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방안을 고안해 학생들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세계적 전염병 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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