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수업 재개 

FAQ 자주 하는 질문 
 
건강 지침: 테스트, 마스크, 검역 

1. 학습자와 교직원은 마스크나 페이스쉴드를 착용해야 합니까? 
학습자는 매일 학교에 마스크나 페이스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COVID 조건에 따라 얼굴 
덮개가 필요합니다. ADPH가 확산 조건이 높거나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경우 실질적으로 
가능한 한 학습자와 교직원을 위해 얼굴 덮개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예 : 점심, PE, 쉬는 
시간 제외). 확산 조건이 중간이거나 낮으면 마스크는 선택 사항입니다. 학교 교무부는 
학교 조건에 의해 보증되는 경우 학습자와 교직원이 ADPH 확산 수준에서 마스크나 
페이스쉴드를 착용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증상 검진 과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모들은 학습자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매일 온도 체크를 포함하여 집에서 검진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2개 이상의 COVID 증상을 보이는 학습자는 간호사에게 보내 온도 
체크가 포함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무작위로 온도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학습자 또는 직원이 증상이 있는 경우 COVID에 대해 음성임을 나타내는 의료 
기록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PRS 디스트릭 학교수업 재개 지침서 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만약 학습자나 교직원이 테스트에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합니까? 
PRS 디스트릭 학교수업 재개 지침서 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학교에 양성사례가 나올 경우 학부모들에게 통지가 됩니까? 
확진자와 가까이(약 15분 동안 6피트 이내)한 학습자의 부모에게 알립니다. 

6. 내 아이가 확진자와 가까이 있었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그 다음날 학교를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오, ADPH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14일의 격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7. 간호사실에서, 각 PRS 학교마다 학교 간호사가 “아프지 않는" 아이와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모든 학교 간호사실에는 아픈 학습자를 위한 격리 구역이 있습니다. 

8.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버스에서 어떤 마스크 면제가 허용 됩니까?  
우리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습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공식적인 IEP 회의를 통해 IEP를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 할 것입니다. 



 
학교 수업 선택/ 옵션 
 
전통 학습 

1. 수업은 독립적입니까?  
K-3은 독립적이며 특별활동 클라스에 갈때는 함께 이동합니다. . 
4-6 학년은 부서별로 수업을 진행하며 홈룸 그룹에 남아 있습니다. 7-12 학년은 부서별 
교육을 제공하며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줄이기 위한 일정이 만들어집니다. 

2. P.E. 와 쉬는 시간이 제공 됩니까?   
     네. 개별 학교 계획서를 참고 하세요. 

3. Dual enrollment(이중 등록) 과정이 제공 됩니까?   
네. 

4. Drivers Ed(운전자 교육) 클라스가 제공 됩니까?  
네. 

5. 선택 과목(electives)을 들을 수 있습니까?  
네. 

6. CTE 코스가 제공 됩니까?  
네.  

7. 클라스 규모가 줄어듭니까? 
클라스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기존의 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가상 
학습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해에 모든 학습자가 
학습 선택을 결정할 때까지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8. 학습자가 교실안에서 6피트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까?  
아니오. 

9. 학습자는 점심 식사 시간 동안 6 피트 떨어져 있어야합니까?  
학습자들은 식당 라인에서 거리두기를 합니다. 학습자들은 점심을 먹으며 낮 시간에 
함께하는 반 친구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0.학습자들은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합니까? 
확산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거나, 교실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능하면 야외 공간을 활용 할 계획이 있습니다. 

11.학습자가 전통적인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원격 학습 또는 혼합 학습으로 언제 
어떻게 전환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는 언제든지 선택에 따라 전통학습에서 원격으로 또는 혼합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는 새 분기 / 9 주가 시작될 때만 전통 옵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혼합 학습 

1. 학습자가 학교에 오는 요일과 시간은 언제입니까? 



초등부(K-6학년) 단계에서는 학교에서 정한 정해진 시간에 그룹으로 나옵니다. 
중고등부(7-12학년)에서는 가상학습 교사의 일정에 따라 가상학습 교사와 시간 예약을 
잡습니다.  

2. 클라스 규모가 줄어듭니까? 
클라스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해에 모든 학습자가 학습 
선택을 결정할 때까지 정확한 크기는 알 수 없습니다. 

3. 집에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이 클라스의 연장입니까? 
집에서 과제를 완수하는 것은 과정 / 과목 수료의 상당 부분이 될 것입니다. 대면시간 
주간엔 가상 교실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지도 학습자의 지시를 진흥시키는데 전념 할 
것입니다. 

4. 학습자가 혼합수업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언제 어떻게 전통적인 학습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는 새 분기 / 9 주가 시작될 때만 전통 옵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  혼합학습 옵션일 경우 수업제공이 제한 됩니까? 예를 들어, dual enrollment, CTE, 
electives, etc.  
아니오. Dual enrollment, CTE, electives등은 모두 혼합/원격 옵션을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제휴 대학/대학의 dual enrollment (이중 등록)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원격 학습 

1. 원격 학습은 어떻게 구성 될 것입니까?   
수업 지시는 전통적인 수업 시간 중에 제공 될 것입니다. 

2. 학습자가 원격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언제 어떻게 혼합 학습 또는 전통 학습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는 새 분기 / 9 주가 시작될 때만 혼합 또는 전통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 누가 원격 학습을 가르칠 것입니까?  
PRS 가상 지도 학습자가 원격 학습을 가르칩니다. 

4. 원격 학습 옵션에서 IEP 및 504 계획을 가진 학습자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원격 교육 옵션은 교사와 공동으로 특수 교육 교사를 통해 지원됩니다. 원격 학습 환경이 
개발됨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이 다루어 질 것입니다.  

5. 원격 학습 옵션을 통해 dual enrollment(이중 등록), CTE, electives(선택 과목) 등이 
제공됩니까? 
네. 

6. 학습자가 원격 학습을 선택한 경우에도 여전히 스포츠 및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교통 
 

1. 올해 버스 좌석은 어떤식으로 배치 됩니까? 
학습자에게는 좌석이 배정됩니다. 버스를 타는 학습자들과 운전자는 마스크나 
페이스쉴드를 착용합니다. 손 소독제는 각 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침에 버스에 타기 위해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학습자들은 버스 안에서 마스크나 페이스쉴드를 착용해야합니다. 버스 스톱은 
각 스톱에서 학습자 수를 줄이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