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참고 : 정보와 지침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다음 답변은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는 대로 답변은 업데이트됩니다.
BSD 학교로 복귀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에 계속 등록되어 있는 방안:

학생들의 첫 수업일은 9 월 14 일 월요일입니다. 저희는 포괄적 원격 학습
(Comprehensive Distance Learning, 줄여서 CDL)으로 학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를 통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합니다. 저희는 이
포괄적 원격 학습 (CDL) 방식을 11 월 13 일까지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님께서 직장과 차일드 케어 (아동 보육) 마련에 필요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K-12 학년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 교사는 모든 일일 교과 과정, 수업 및 학습
과제를 Seesaw 또는 Canvas 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후 안전해지면,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해, 2 일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하고, 3 일은
온라인으로 수업할 것입니다. (Newcomer 프로그램에 속한 영어 초급자와 특수
프로그램의 일부 학생들은 수요일에 추가로 직접 지도가 가능합니다.) 직접 학교에서
받는 수업 경험은 학생들에게 사회적 정서적 건전성에 요구되는 것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날 전체 그룹, 소그룹 또는 개별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학교로 돌아와 수업하는 것이 편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들의 일반 학교 교사와
100 %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 다른 방안은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하는 방안입니다. 이 학교
학생의 첫 수업일은 9 월 14 일 월요일입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비버튼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온라인 학교입니다.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커리큘럼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BSD 교사가 가르칩니다. FLEX 온라인 학교 입학을
선택한 학생은 일반 학교나 옵션 학교에는 더 이상 등록되어 있지 않게 됩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
학교는 언제 시작하나요?

학교 개학일은 9 월 14 일, 월요일입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은 등록을 필요로 하나요?

아니오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은 지난봄에 실시한 원격 학습 보다 더 강력한가요?

지난 봄 원격 학습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로 저희는
효율적이었던 것과 비효율적이었던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을 계획하면서 이를 감안했습니다. 또한 가을부터는 수업 참여가
의무적입니다. 학생 출석을 확인합니다. 오리건 교육부 (Oregon Department of
Education)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성적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수업 활동 참여와 교사와의 상호 교류 둘 다 출석에
포함됩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 하는 보통날 일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매일 교사가 진행하는 학습과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와 영양 및
보건 지원이 포함됩니다.
교사 중심 학습 목표는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전개, 심화 및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사
주도 학습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개념이나 학습 목표를 소개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규모
그룹과 전체 학급 그룹에게 Zoom 을 통한 수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학습 관리 체계 수단
(초등학생은 Seesaw, 중, 고등학생은 Canvas)을 통한 수업과 교사가 제작한 비디오
수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사 주도 학습은 학생 일과 중 최소한 50%를 차지해야
합니다.
응용 학습은 교사가 의도해 만든 것으로, 학생들이 교사 주도 학습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수업 내용과 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교사 주도 학습에서 개념을 배우고 이를 실제로 연습합니다. 응용 학습에는
또래 학생과 상호 교류하며 학습, 독자적 학습 그리고 독자적 연습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방법을 어떻게 함께 실시할까요? 교사는 Zoom 을 통해 전체 학급 그룹에
새로운 학습 목표 또는 개념을 소개한 다음, 학생들이 소규모 그룹으로 문제 또는 개념에
대해 협력하도록 합니다. 또한 학생들은 독자적 프로젝트 또는 과제를 통해 배운 것을
이해했는지 증명해 보이고 교사는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평가합니다.
급식 서비스 부서는 포괄적 원격 학습 기간에 가지고 가는 (grab-and-go) 형식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픽업 장소 및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카운슬러는 사회적 정서적 학습과 관련된 수업을 제공합니다. 체육 및 보건 교사들도

수업을 제공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 수업들은 돌아가면서 하므로 매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은 학교마다 다른가요?

교사는 교육 위원회 (School Board)가 채택한 학습 목표 및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 과제를
고안합니다. 교사들은 보충 자료 사용과 일상적인 과제 할당에 재량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또한 교육 및 학습 (Teaching and Learning) 부서로부터 수업 지도안
지원을 받습니다.
교사가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여 평상시 수업처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초등학교에서,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습 지원과 자신들의 직업을 병행해야 하므로 보다 유연한 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종일 수업하는 것과 화면 앞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집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사 근무 시간이 있나요?

근무 시간은 교사 협의회와 논의 중입니다.
학생들에게 크롬북이 제공되나요?

지난 학년도에 BSD 에 등록된 학생들은 봄부터 사용하던 크롬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구에 처음 온 학생들에게는 가을에 학습에 필요한 기기를 대여합니다. 저희는 9 월
14 일 이전에 컴퓨터 기기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학생이 기기를 갖도록 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려드립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은 일 년 내내 제공되나요?

오리건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하는 한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은
제공됩니다.
가상 교실 수업에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나요?

교육구는 현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작되는 시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Don Grotting 교육감께서는 오리건 교육부 및 오리건 보건국과 함께 프로토콜과 공공
보건 지표를 검토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안전하게 오픈하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일정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학생들은 지정된 출석 그룹에 따라 실제 학교에 등교합니다. 출석 그룹 1 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등교하고, 출석 그룹 2 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등교합니다.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집에서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참여하게 됩니다. CDL 로 수업하는 날에는
학생들이 학교 교사들과 원격으로 교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5
일간 학습합니다.
수요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요일에 집에서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화된 프로그램과 영어 학습자인 일부 학생들은추가로 학교에서 대면 수업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빌딩 청소 관리 직원들은 두 출석 그룹 등교일 사이인 수요일에
학교를 완전하게 청결히 할 것입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택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다양한 일정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같은 출석 그룹에 있을 수 있나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선택과목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하나 이상의 출석 그룹에
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적은 숫자의 코호트 (출석 그룹)
스케줄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여러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할 때 같은
스케줄로 학교에 가나요?

전 학년을 통틀어 모든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일한 가정의 학생들은
같은 출석 그룹 스케줄에 배정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수업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업 시간이 45 분 단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사는 집에서 포괄적 원격 학습 (CLD)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연락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다음 하이브리드 모델로 대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평소 등교 시간보다
약 45-60 분 늦게 학교에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집에서 학습하는 날, 온라인으로 교사 및 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나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실시간 교류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육 (PE) 과목은 필수인가요 그리고 성적을 주나요?

체육 과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합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 운동 기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구는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업과 수업 사이에 청결하게 하고, 학생들은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성적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부모는 교실/학교에서 대면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나요?

현재로, 학교에서 자원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운슬러와 간호사는 여전히 학교에 있나요?

예, 카운슬러 및 간호사와 같은 직원들은 여전히 학생들과 협력할 것 입니다.
학부모-교사 면담은 어떻게 하나요?

학부모-교사 면담은 Zoom 을 통해 합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수준에서 포괄적 원격 학습 (CDL) 보통 일과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오리건 교육부 지침에 따라, K-5 학생들은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습 코치의 지원을
받으며 60~120 분 동안 교사와 동기적 또는 비동기적 상호 교류 방식의 수업을 하고
2 시간 이상 집에서 숙제를 하게 됩니다. 모든 교사는 Seesaw 를 활용할 것입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서 부모는 자녀를 몇 시간 도와주도록 스케줄 해야 하나요?

자녀의 학년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는 온전히 60-120 분 동안 학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학습에 따라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킨더가든 학생은 어떤가요?

킨더가든 학생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킨더가든 학생들은 가능한 한 직접
대면 수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학년 학생들과 같이 포괄적 원격
학습 (CDL)과 하이브리드 형식을 따릅니다. 킨더가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here 를
참조하십시오.

Pre-K 는 어떤가요?
현재 Pre-K 교실은 오전과 오후에 36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이 학생들은 각 코호트에 18 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출석 그룹 1 과 출석 그룹
2 로 변환됩니다. 학생들은 K-5 형제 자매와 같은 날에 등교합니다. 그러나 Pre-K
학생들은 2 시간 반 동안만 학교에 다닙니다. 오전 9 시에 학교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오전
11 시 30 분에 학교를 마치고 오전 9 시 30 분에 학교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오후 12 시에
학교를 마칩니다. 집에서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매일 교사와
체크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사는 또한 가정에서 CDL 로 수업하는 동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과 코칭을 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현재, 오리건 교육부는 Pre-K 학생들에게 얼굴 가리개 착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린트해서 만든 학습지 패킷이 있나요?

현재, 교육구가 가정으로 통일된 학습지 패킷을 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교육구는 지난봄에 원격 학습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학습 손실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년도 초에 교사는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모든 학생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일 년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발달 상황을 추적합니다.
학생들을 데려오고 데려가는 (drop off/pick up)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학교는 다양한
수업/코호트 학생들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도록 하나요?

각 학교는 교육구 직원과 협력하여 각기 다른 코호트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각 학교별 세부 정보는 학교 시작 전에 발표됩니다.
체육 (PE), 음악 및 라이브러리 시간과 같은 스페셜 과목들은 어떻게 되나요?

스페셜과 관련하여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연구 중이지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학교별 세부 정보는 학교 시작 전에 발표됩니다.
쉬는 시간 (recess)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쉬는 시간에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므로 안전하게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에 각 코호트가 분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놀이 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기구들은 각 코호트 사용 사이에 청결히 합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차일드 케어가 허용되나요?

예,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학교 빌딩에 방과 후 차일드 케어를 제공하던 학교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와 안전 조치를 유지하면서 지속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은 허용되나요?

아니요, 방과 후 수업을 제공하는 타사 공급 업체는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중학교 수준에서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의 보통 일과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6-8 학년 학생들은 교사 주도 수업 -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 을 과목 당 15 분-30 분 하고, 1 시간에서 2 시간의 응용 학습 (예: 그룹 또는 독자적
프로젝트) 시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영양 건강 및 지원 시간은
2 시간입니다. 모든 교사는 Canvas 를 활용합니다. 한 교시 당 수업 시간 길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리건 교육부의 권장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입니다.
중학교는 전형적으로 A-B 일정을 따릅니다.
중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나요?

선택 과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한 수업에서 다른 수업으로 이동하나요?

코호트를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교사가 이동하고, 학생들은 많이
이동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고급 단계 수학 수업을 위해 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학생들은 포괄적 원격 학습 (CLD)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이 과목 수업을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의 코호트의 수를 제한하면서 고급 수학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포괄적 원격 학습 (CLD) 및 하이브리드 모델로 지원합니다. 이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포괄적 원격 학습 (CLD)을 통해 고급 단계 수학
수업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해도, 학생들을 버스를 태워
이동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하도록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어떤 사회적 활동들이 가능한가요?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과외 활동과 사회적 활동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SUMMA 는 어떻게 되나요?
SUMMA 학생들은 포괄적 원격 학습 (CDL)으로 SUMMA 제공 학교에서 지원되며,
안전해지면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합니다.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의 보통 일과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9-12 학년 학생들은 교사 주도 수업 -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 을 과목 당 20-46 분 하고, 1 시간에서 2 시간의 응용 학습 (예: 그룹 또는 독자적
프로젝트)을 가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영양 건강 및 지원 시간은 2 시간입니다.
모든 교사는 Canvas 를 활용합니다. 한 교시 당 수업 시간 길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오리건 교육부의 권장 사항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는 4x4 일정 모델 또는 straight 8 모델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합니까?

교육구는 가정에 실시한 설문 조사 데이터를 살펴본 후, 그리고 모든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의 교장 및 교사와 대화한 후, 올 가을에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 학생들을 위해
채택할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 전역 대부분의 교육구와 일치합니다.
예년의 경우 일반 학년도에 학생들은 한 학기당 7 개 과목 (여기에 Access Tutorial, 즉
자습 시간 한 교시가 더 추가됨)을 택해왔습니다. Straight 8 또는 A-B 데이 방식으로
불리는 이 방식은 택한 과목들을 격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에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봄 기간의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은 이러한 스케줄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학생들이 한 학기당 4 개의 과목만을 수강하는
4x4 모델을 연구했습니다; 이는 4 개 과목을 매일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학기 당 얻는 학점 수는 동일합니다. 저희는 현재 환경에서 4x4 모델이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옵션 학교는 6-12 학년을
포함하기 때문에 옵션 학교는 A/B 모델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0-21 학년도에는 학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일정이 적용됩니다.
Straight 8/A-B 일정
ACMA
BASE
ISB
4x4 Schedule

Aloha
Beaverton
Mountainside
Southridge
Sunset
Westview
6 주/5 교시 일정
Merlo Station
어떠한 일정이든, 특히 원격 학습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BSD 의
교과 과정, 교육 및 평가 부서 (Curriculum, Instruction and Assessment, 줄여서 CIA),
교직원 및 기타 다른 교육구와 협력하여 IB, AP 및 AVID 와 같은 학업 프로그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사례 및 구조를 적용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한 수업에서 다른 수업으로 이동하나요?

코호트를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교사가 이동하고, 학생들은 많이
이동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재 수강 신청 (re-forecast)을 해야
하나요?

매일의 수업 일정에 관해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재 수강 신청이 필요한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나요? (합창반, 밴드, 드라마, 등)

저희 목표는 포괄적 원격 학습 (CDL) 및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학교에서 전통적으로
제공해왔던 모든 선택 과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 실습 위주의 선택 과목
수업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기술, 헬스 커리어 및 Terra Nova 와 같은 반나절 옵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반나절 옵션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옵션 프로그램에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제공하되 노출 위험이 많지 않도록 안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헬스 커리어 (Health Career) 프로그램에서 대면 활동 참여가 요구될 때,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서 어떻게 하나요?

과학 실험은 가상으로 실시됩니다. 현장 임상 로테이션과 관련하여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로부터 지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학점 (dual credit)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고등 교육 기관 파트너로부터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현재로, 이중 학점 (dual credit)
과목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AP 과목들이 제공되나요?
예
IB 과목들이 제공되나요?
예
Early College 는 어떻게 되나요?
포틀랜드 커뮤니티 칼리지는 아직 어떻게 학교를 재개할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곧
자세한 사항을 알게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스포츠 팀에 참여가 허용되나요?

대면 수업이 실시되지 않고 포괄적 원격 학습 (CDL)만으로 수업하는 경우에는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도 실시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될 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스포츠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리건 교육부가 새로 발표하는
지침에 의존할 것입니다.
고등학교가 4x4 모델을 채택할 경우, 고등학교 운동선수는 오리건 학교 활동 위원회

(Oregon Schools Activities Association, 줄여서 OSAA)가 정한 5 학점 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나요?

이 요건은 수정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합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교육구도 4x4
모델 채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
FLEX 온라인 학교는 언제 시작하나요?
FLEX 온라인 학교는 9 월 14 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과 FLEX 온라인 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은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오리건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을 유지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어 필요있는 단기 온라인
대책입니다. CDL 을 통해 일반 학교와 학급 교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온라인으로만 완전히 학습하기 원하는 가정을 위한 장기
옵션입니다. BSD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일반 학교나 옵션 학교의 일반
교사들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최소한 한 학기를 마칠 때까지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되어 있기를 요청합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무료인가요?
예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 인원 제한이 있나요?
현재로는 FLEX 온라인 학교 등록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입니다. FLEX 온라인
학교 첫 지원 마감일 (7 월 31 일)이 끝나면 몇 명의 학생이 신청했는지 확인하고 접수를
종료하거나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7 월 31 일까지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FLEX 온라인 학교 등록 마감일을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7 월 31 일 이후까지 FLEX 온라인 학교 지원서를 계속 받기로 결정하면,
SchoolMessenger 와 BSD 웹사이트를 통해 가정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FLEX Online School 에 지원한 경우 언제까지 입학 수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8 월 10 일입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포괄적 원격 학습 (CDL)과 똑같은 커리큘럼을 사용하나요?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은 학생들이 Seesaw 와 Canvas 를 사용하여 예년과 같은 학습
내용을 제공합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포괄적 원격 학습과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다루지만, K-5 학년에는 Florida Virtual 을, 6-12 학년에는 Apex Learning 을 주요
커리큘럼으로 사용합니다. 수업의 예는 FLEX 온라인 학교 웹 사이트 FLEX Online
School’s websit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 교사들이 포괄적 원격 학습 (CDL) 모델에서도 가르치나요?
아니오
만일 학생이 옵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데, 새 학년에 FLEX 온라인 학교를 선택했다가,
다시 옵션 학교로 돌아가려는 경우, 옵션 학교로 가는 것이 허락되나요 아니면 옵션
학교에 자리를 잃게 되나요?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하기로 선택하면, 새로운 학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옵션
학교에 재 등록을 원할 경우 다시 옵션 학교 추첨 과정을 통해야 합니다.
학생이 FLEX 온라인 학교에 5 학년으로 등록된 경우 다음 해에 옵션 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예
FLEX 온라인 학교를 선택한 경우, 많은 과목들이 일 년 동안 계속되는 과목이거나
특수화되어 있는데, 한 학기를 마치고 일반 학교 또는 옵션 고등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실현 가능한가요?

FLEX 온라인 학교는 COVID-19 이 없었더라도 이 방안을 선택할 가정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자녀가 특수화된 과정에 관심이 있거나 한 학기를 마치고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경우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을 선택하십시오
저희는 교육구에 있는 다른 학교들의 교과 일정과 맞추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긴
하나, FLEX 온라인 학교 커리큘럼은 다르며 다른 옵션 학교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학교를 이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AP (Advanced Placement) 과목을 제공하나요? 고급 수준의
수학 과학 과목들이 제공되나요?
Apex Learning 커리큘럼을 통해 고급 수준의 수학 과학 과목과 AP 과정들을
제공합니다. 교육구는 Apex Learning 을 약 10 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FLEX 온라인 학교의 과학 교사는 초등학교 단계는 Florida Virtual, 중, 고등학교 단계는
Apex Learning 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으로 수업합니다. 과학 과정에는 온라인 실험
시뮬레이션 및 가정에서 하는 실험 실습이 포함됩니다.
FLEX 온라인 학교에 밴드 또는 합창반이 있나요?
FLEX 온라인 학교는 첫 해에는 밴드나 합창반을 제공하지 않지만, 앞으로 수요에 따라
검토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활동,
운동 및 클럽에 계속 참여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에 음악
이론 수업 (music appreciation)은 있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이중 언어 (Dual Language) 교육을 제공하나요?
아니오
FLEX 온라인 학교는 AVID 를 제공하나요?
아니오, 현재로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래 다니던 학교와 연결이 끊어지나요? 또는,
연결이 계속되도록 노력해 줄 것인가요? 예를 들어 Cedar Mill 학생들이 함께/또는
Cedar Mill 선생님들과 연결 유지 등.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은 FLEX 온라인 학교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FLEX 온라인 학교 교사는 FLEX 온라인 학교 교직원의 일부가 됩니다. 이웃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 교사 및 동급생들과 연결을 유지하려는 학생들은 정해진 학교를 통해
제공되는 포괄적 원격 학습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테크놀로지 (컴퓨터 기기)가 제공되나요?

FLEX 온라인 학교는 4-12 학년 학생들에게 크롬북을, K-3 학년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제공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기기는 가을에 학교가 재개되면 인근 일반 학교나
옵션 학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FLEX 온라인 학생인 경우에도 ITBS/SUMMA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예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한 경우 학생들은 인근 고등학교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나요?
예, 그러나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도
실시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될 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스포츠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 있나요?

대면 수업이 실시되지 않고 포괄적 원격 학습으로만 수업하는 경우에는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도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될 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스포츠를 재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팬데믹이 없는 시기에도 향후 몇 년간 제공되나요?
예, FLEX 온라인 학교는 BSD 에 지속적으로 있는 옵션입니다.
FLEX 온라인 학교를 신청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FLEX 온라인 학교 flex-online-school@beaverton.k12.or.us 로 가능하면 빨리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FLEX 온라인 학교 FAQ 를 참조하십시오.
성적/평가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성적에 관해서는 오리건 교육부의 최종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저희는 포괄적 원격 학습 (CDL), 하이브리드 모델 및 FLEX 온라인 학교 모두 성적을 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원격 학습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습 요구를 평가하기 위해 학교는 무엇을
할 것이며, 학생들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학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학년이 시작되면, 교사는 해당 학습 목표에 따라 학생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일
년간 중재 방안을 설계하고 발달 상황을 추적합니다.
특수 교육 (Special Education)

IEP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의 개인 학습 계획)를 가진 학생들에게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특수 교육에 해당되는 학생은 케이스 매니저와/또는 서비스 제공 담당자에게서 온라인
동시적 방식으로 특별히 설계된 교육 (Specially Designed Instruction, 줄여서 SDI) 및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수업 환경은 교육구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하고 학생이 대면
수업을 선택하지 않는 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수 교육 (SPED) 학생들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면 학교에 더 자주 갈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특수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 4 일 (월, 화, 목
금요일)에 수업에 참여하며, 일반 교육 참여를 위해 출석 그룹 1 (월/화) 또는 출석 그룹 2
(목/금)에 배정됩니다. 리소스 룸에 배정되어 있는 학생들은 출석 그룹 1 (월/화) 또는
출석 그룹 2 (목/금)에 배정됩니다.
리소스 룸에서 특수 교육 (Special Education, 줄여서 SPED) 수업을 받는 일부 학생은
특별히 설계된 교육 (예를 들어 ACL, ISC 등의 프로그램을 말함) 및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요일 오전 또는 수요일 오후 출석 그룹에 추가로 참가합니다. 이 학생들은 일반
교육 출석 그룹과 수요일 특수 교육 출석 그룹, 두 그룹의 일원이 됩니다.
특수화된 프로그램 또는 리소스 룸 수업에 참가하는 학생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실제
대면 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가정의 경우,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케이스 매니저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특별히 설계된 교육 (SDI) 및 관련 서비스를 온라인 동기식
학습으로 받게 됩니다.
커뮤니티 전환 프로그램 (Community Transition Program, 줄여서 CTP)은 어떻게
되나요?

CTP 에 등록된 학생들은 온라인 동기식 학습 방식으로 케이스 매니저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SDI 및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구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하고
가정에서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학습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CTP 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4 일 동안 수업에 참여하고 특수화된
프로그램의 모든 학생들과 동일한 일정을 따릅니다. 수요일에는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참여합니다. 교직원은 포괄적 원격 학습 (CDL), CTP 현장 교육 및 가능한 경우
지역 사회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가정의 경우, 학생들은
동기식 학습 방식으로 케이스 매니저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SDI 및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 치료 (speech therapy)는 어떻게 실시되나요?

언어 치료를 받는 학생들은 동기식 학습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교육구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하고 가정에서 대면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학습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언어 치료를 받는 학생들은 수요일에 대면으로 이뤄지는 (특별히
설계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수요일 그룹에 참석할 예정인 경우) 일반 교육 수업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미팅을 통해 서비스를 받습니다. 언어 치료사 (SLP)는 학생의 특정
일정에 관해 가정과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SLP 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할 때 추가적 개인
보호 장비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줄여서 PPE)를 착용해야 합니다. 언어 치료를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 대면 학습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가족의 경우,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방식으로 케이스 매니저 및/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SDI 및 관련 교육을
받습니다.
IEP 를 가진 학생들은 FLEX 온라인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온라인 학습으로
조정하기 위한 가상 IEP 회의가 열리나요?
FLEX 온라인 학교는 가상으로 거의 모든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업, 사회적
정서적, 운동, 언어 및 학습 기술). 학생의 IEP 가 완전히 온라인 모델만을 통해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 및/또는 학생이 온라인 학교에 풀타임으로 등록함으로써 IEP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IEP 회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어떤 편의 사항이 마련되어 있나요?

간호사는 학교 팀과 협력하여 특수한 요구가 있는, 의학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교직원에게는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제공하며 모든 교육구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학부모가 대면 수업을 위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학부모는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을 고려해야 합니다.
언어 교육 프로그램
이중 언어 (Dual Language)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두 개의 이중 언어 교육 팀 (초등 및 중, 고등)이 몰입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면서, 각 언어 언어에 대한 권장 언어 할당 시간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에 이중 언어 (Dual Language) 과목이 있나요?
아니오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하면, 이중 언어 (Dual Language) 학교에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오.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하면 이중 언어 (Dual Language) 학교에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중 언어 학교 입학 대기자 명단에 있는 경우, 해당 대기자 명단에서도
삭제됩니다. FLEX 온라인 학교를 시작한 다음에는 이전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가는 것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중 언어 학교 재입학 결정은 사례별로 이루어집니다. 교장
선생님에게 문의하십시오.
각 학년별 영어 학습자 (English Learners) 학업 모델은 어떻게 제공되나요?

다중 언어 부서 (Multilingual Department)는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교사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곧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 즉 Newcomers 프로그램에 속한 학생들은 영어
습득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될 때 영어 학습자는 학교에 더 자주 갈 수 있나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될 때 영어 학습자는 모든 동급생들과 함께 출석 그룹 1 또는
출석 그룹 2 로 나뉘어 학급/과목 교사와 ELD 교사 간의 협력을 통해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부서 (ELD)의 지원을 받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 즉 Newcomer
Centers 에 속한 Newcomer 학생들은 수요일에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특수 프로그램
영재 교육(TAG) 테스트는 예정대로 실시하나요? 영재 교육은 어떻게 되나요?

TAG 평가 기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TAG 학생들은 10 월부터
수요일마다 원격으로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UMMA 는 어떻게 되나요?
SUMMA 학생들은 포괄적 원격 학습 (CDL) 방식으로 그들의 SUMMA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며 안전해지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SUMMA 는 FLEX 온라인 학교를 통해 제공되나요?
아니오. 학생이 SUMMA 를 계속하려면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을 통해 SUMMA 학교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안전해지면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특수화된 수업들 — 예를 들면 AVID, CTE 또는 Dual Language — 이 FLEX 온라인
학교에 있나요?

특수화된 수업 (AVID, CTE 및 Dual Language 포함)에 관심 있는 학생은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를 통해 포괄적 원격 학습 (CDL)으로 하다가 안전해지면 하이브리드 모델
수업으로 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이런 특수화된 수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는 Advanced Placement (AP) 또는 국제 학사 프로그램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줄여서 IB) 과목을 제공하나요?
FLEX 온라인 학교는 AP 과목은 제공하나 IB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IB 과정을
계속하려는 학생은 포괄적 원격 학습 (CDL), 그리고 안전해지면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를 통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외 활동
고등학교 스포츠는 어떻게 되나요?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을 실시하는 경우 조직적인 스포츠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환할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스포츠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클럽 및 기타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 클럽과 활동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요구 사항이 완화될 때까지 가상으로 만나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교에서 타사 공급 업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 제공되나요?

아니오
보건 & 안전
안전하게 될 때까지 학교 빌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SD 는

"안전하다"것을 어떻게 정의하며 누가 결정을 내리나요?
Don Grotting 교육감은 오리건 교육부 및 오리건 보건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면
수업을 위해 안전하게 학교를 개교할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토콜 및 공중 보건
지표를 검토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나요?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K-12 학생들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
구는 얼굴 가리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편하려면 학생들은 하루 사용 후
세탁해 사용할 수 있는 천으로 된 얼굴 덮개를 집에서 가져와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는 학교 시작 전에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가리개를 착용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얼굴 가리개를 사용해도 물리적 거리 두리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얼굴 가리개 착용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리건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대면 수업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학생, 또는 학생의
가족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도,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DA 와 IDEA 에 의해
보호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지원 조항이 적용됩니다.” 현재 건강상으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는 학생인 경우 대면 수업에 접근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교사와 교직원은 얼굴 가리개 및 다른 개인 보호 장비 (PPE)를 착용해야 하나요?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모든 교직원은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
구는 얼굴 가리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가장 편하려면 교직원들은 하루 사용 후 세탁해
사용할 수 있는 천으로 된 얼굴 덮개를 집에서 가져와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 교육
학생과 가까이 있는 일부 교직원은 페이스 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도 역시
제공됩니다. 음운 체계를 가르치거나 사회적 정서적 신호를 학생이 보도록 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타 학교 빌딩 방문객 등도 모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얼굴 가리개를 사용해도 물리적 거리 두리를 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매일 체온 검사를 실시하나요?

COVID-19 증상에 대한 선별 검사는 학생들이 학교 빌딩과 스쿨버스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됩니다. BSD 보건 서비스 부서는 종합적 검사 절차를 현재 워싱턴 카운티 보건부 및
오리건 보건 당국과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학생과 교직원을 어떻게 검사하나요?

학교에서 일하는 성인은 스스로 증상을 검사합니다. 대면 학습으로 전환될 때 이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제공될 것입니다. 교사 또는 기타 지정된 교직원은 학생 도착 시 학생의
증상을 눈으로 검사합니다. 증상이 보여지는 학생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 모니터링되는 방으로 가도록 해 다른 학생과 분리시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오기 전에 증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게 되면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출석 그룹의 학생/교사가 집에서 2 주 동안 격리되나요? 학교 전체에 알리나요?

학교 공동체 구성원에서 COVID-19 양성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 BSD 는 학교 직접
출석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워싱턴 카운티 보건국의 지침을 따릅니다. 이 방안은 개발
중이며 알려지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추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BSD 는 학교
공동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운티 보건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페셜리스트, 대리 교사 및 시설 보수 직원들은 학교에서 학교로 옮겨 다니나요?

학교 간 모든 직원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교실에 모든 세정용품, 특히 소독용 물티슈 및 손 소독제를 제공하나요?

학교 건물 입구, 카페테리아 및 기타 주요 지역에 손 소독제를 배치할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필요에 따라 병에 담긴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소독용 물티슈로 정기적으로 소독합니다.
한 교실에 몇 명의 학생이 있게 되나요?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각 학생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35 평방 피트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제한을 염두에 둔다면, 대부분 교실은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하여
16 ~ 20 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손 세척은 의무적인가요?

예, 학생들은 식사 전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 (60-95 %
알코올 포함)를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소독합니까?

현재 소독 및 위생 관리를 위해 빌딩 관리인의 일정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에 따라 한 번에 일정한 수의 학생만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환기시키나요?

교육구는 학교 빌딩에서 통풍과 환기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HVAC 운영하는 시간을 오전에 일찍 시작하고 오후 늦게 끝내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lockdown (비상 폐쇄)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계획인가요?

비상 상황에서 BSD 교직원은 학생들 사이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즉각적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즉,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의 안전한 장소에 빨리 가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식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가 제공되나요?

예,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가 제공됩니다. 아침 식사 픽업 장소는
학교별로 결정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식당이나 교실에서 점심을 먹나요?

점심시간은 각 학교 배치와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식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식사 스케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세정 작업이 카페테리아와 교실에 실시됩니다.
무료 또는 할인 가격 점심 수혜 자격이 되는 경우,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해도 점심
급식을 가질 수 있나요?

예, 급식 서비스 (Nutrition Services) 부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있지만 허브
학교, 아마도 인근 학교에서 일주일에 여러 날, 가지고 가는 (grab-and-go) 형식의 급식을
픽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한 음식 알레르기는 어떻게 다루나요?

급식 서비스 부서에서 식사를 가져가는 학생들은 급식비를 지불할 때 알레르기 항원을
확인합니다. K-5 학교는 아침 식사에 견과류 또는 땅콩이나 이들이 포함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심한 알레르기가 있어 특정 음식 항목을 금지해야 하는
학급은, 음식 알레르기 항원이 교실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송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면 스쿨버스를 운영하나요?

스쿨버스는 평상시 정류장으로 월/화요일 및 목/금요일에 운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는 평상시 타던 학생 수의 절반만 태웁니다. 학생들을 좌석 당 한 사람만 앉도록 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도록 합니다. 버스 운전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탑승자들이
이용할 마스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환기 및 세정을 합니다.
버스에 탈 때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 인가요?

오리건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와 K-12 학년 스쿨버스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스쿨버스는 시차를 두고 도착하도록 하나요?

보통 대부분의 버스는 시차를 두고 도착합니다. 버스가 많은 학교의 경우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직원은 학생들 하차 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버스 소독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나요?

각 학교에 도착해 학생들을 하차시킨 후 스쿨버스를 소독합니다. 또한, 버스는 오전과
오후 모든 운행을 마쳤을 때 오리건 보건 당국과 오리건 교육부에서 승인한 청소
용품으로 더욱 엄격하게 소독합니다.
인터넷 연결
교육구는 WIFI 이용이 제한적이거나, 인터넷이 없는 가정이 교육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교육구는 컴캐스트와 제휴하여 Internet Essentials Program 을 통해 6 개월간 무료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신청 마감일은 7 월 31 일입니다.
BSD 후원 Internet Essentials Program 신청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구가 학생들에게 대여할 수 있는 인터넷 핫스팟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교육구의 스프린트 1 Million Project 웹 페이지에서 무료 핫스팟 신청 및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중학생 및 초등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핫스팟을 요청하려면
hotspots@beaverton.k12.or.us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차일드 케어
교육구는 초등학생이 집에서 학습하는 날에 차일드 케어 선택이 가능한가요?

사용 가능한 공간 부족으로 교육구는 현재 차일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습니다.
방과 후 학교 시설을 이용한 차일드 케어가 허용되나요?

예.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학교 빌딩에 방과 후 차일드 케어를 제공하던 학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전 조치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통보
자녀가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하기로 하면, 자녀가 다니는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에 통보해야 하나요?

아니오
FLEX Online School 에 지원한 경우 언제까지 입학 최종 결정을 해야 하나요?
8 월 10 일입니다.

제 자녀가 내년도에 BSD 학교에 다니지 않을 계획이면, 자녀의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에 통보해야 하나요?

BSD 대신 다른 선택을 하거나 홈 스쿨링 할 계획이면 자녀의 일반 학교나 옵션 학교에
전화하여 음성 메일로 메시지를 남기거나 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