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2 월 22 일
중, 고등학교 하이브리드 학습에 관한 정보
우선, 공립학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는 주지사 및 오리건 교육부 (ODE)로부터 COVID-19 보건
기준 요건에 대해 극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갑게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운티의 보건 지표가 극히 위험 (Extream Risk)
범주에서 고 위험 (High Risk) 범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저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4 월 19 일에 BSD Connect 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나아가는 대신, 학교
캠퍼스로 돌아오기 원하는 중,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 학생들을 위해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동시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라이브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머물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학생들은 두 개의 출석 그룹으로 나뉩니다. 현재 주에서 규정한 안전
프로토콜로 인해 모든 학생들이 동시에 캠퍼스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에서 2 일,
집에서 3 일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대면 학습 및 온라인 학습은 각 수업시간 중 처음
절반은 동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업 시간 중 나머지 절반에는 학생들이 응용 학습 (배운 것을
실제로 해보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면으로 지원합니다.
수요일은 지금처럼 CDL 로 합니다. 이 계획은 근로 조건 변경이 포함되므로 저희 교직원
협의회와의 협상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4 월 19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있다가 여러분께 남은 학년도 동안 CDL 을 할
것인지 또는 하이브리드를 할 것인지를 선택하시도록 요청드릴 것입니다. 결정하시기 전에 모델
및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참고: K-8 학교의 중학생은 일반 중학교의 일정이 아닌 초등학교 하이브리드 스케줄을 따릅니다.
이 가정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모든 중, 고등학생들은 CDL 로 계속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중,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는
학교 캠퍼스 내에서 소셜 활동을 제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이 새로운 하이브리드 계획은 "정규" 학교와 같지는 않지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COVID-19 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한 모든 오리건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저희는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Don Grotting

비버튼 교육구 교육감
HVAC 운영 및 수정
저희 시설 관리 부서는 제한적 대면 학습 (LIPI) 2 단계 및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비하기 위해
HVAC 운영 및 수정 사항을 요약한 memorandum 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나뉘어 있는
HVAC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메모랜덤이 교육구가 COVID-19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육구 시설에 대해 취한 조치
단계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