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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
2021년 1월 19일
•	 유아반	–	2학년생들,	유치반	–	6학년까지의 독립형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웨일리 학교는 매일	5.5시간 동안 학교 내에서 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	 3~6학년은 현재 온라인 수업과 줌 영상 수업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교육구의 목표는	K—2	등교 이후 최대한 빨리 학교에서 대면 교육하는	
것입니다.

•	 교육구는 코비드-19	감염 현황,	감염 완화 전략 및 직원 인력 상황을	
관찰하여	3	–	6학년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	 ASD는	3~6학년이 등교하는 날짜를 미리 가족에게 알려줄 것이며 가족은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초등학교는 유아반—2학년과 함께 다른	
학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2021년 1월 19일
•	 추가 학습 지원이 필요한 선별된 학생들은 매일	5.5시간 동안 소규모	

그룹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됩니다.
•	 그 외의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3	분기 동안 온라인 및 줌 영상 수업이	

지속될 것입니다.
•	 학부모와 학생은 휴일 시작 전에 각 반의 수업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연락받을 것입니다.
2021년 3월 15일
•	 4	분기가 시작되면,	모든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	 	4	분기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함으로써 졸업 학점 수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학교에서 수업 일정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 일정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에게는 버스 교통편이 제공될 것입니다.
유아반 	.		.		.		.		.		.	 오후	12시	-	오후	4시	

	 (요일 및 시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름)
초등학교 	.		.		.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중학교		.		오전	8시	45분	-	오후	2시	15분

(수요일	=	온라인 학습날)

고등학교 	.		.		.	오전	8시	-	오후	1시	30분
(수요일	=	온라인 학습날)

웨일리 학교
.		.		.		.		.	 	오전	8시	10분	-	오후	1시	50분	

(수요일	=	온라인 학습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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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점 

 ⊲ 이 계획은 초등학생들의 온라인 원격 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일차로 학교에	
돌아오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 이 계획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추가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하여 공정을	
염려한 처리입니다.

 ⊲ 이 계획을 통해 교육구와 지역사회가 규정	
완화에 대한 신뢰를 쌓고 단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동안 적응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추가 교육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그룹	
학생들을 위한 대면 수업을 우선 순위로	
하게 되면 여름 학교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더 많은 학생들이 졸업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ASD	가상 수업의 선택 여부는 모든	
학년들에게 해당됩니다.

 ⊲ 교육구는 매월	1일 과	15	일 무렵에 계속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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