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Korean]

날짜: 2021년 6월 2일
의제: 2021-2022 학년도
지난 밤 학군위원회 회의에서 페어뱅크스학군은 2021-2022학년도 마스크 사용규칙을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학군 교육위 투표 결과 4-3으로 마스크 사용의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종전대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교일: 학군 교육위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상 2021학년도 수업일정을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코비드-19 이전의 2019학년도 수업일정과 2021학년도 조정된
수업일정, 그리고 개교일과 수업기간도 있습 니다.
선택한 학교에 등록한 학생의 가족은 직접 해당학교에 연락해서 최종 수업일정을
확인하십시요.
학습방식의 선택: 페어뱅크스 학군은 2021학년도에 교실 대면수업, 동영상수업과
베스트 홈 스쿨, 이렇게 세 가지 학습방식을 제공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년 모두 적용됩니다.
1.교실대면 수업: 페어뱅크스 학군은 전염병 시기 이전의 수업환경으로
복귀할 계획입니다. 교실 대면수업에서 사회적 거리유지와 모임에 관련된 방역원칙은
더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는 경우
착용해도 좋습니다.
2.동영상수업: 학군의 교사가 동영상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학생들은 가정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A. 유치원- 6학년: 동영상수업을 원하는 가정을 위해 유치원 - 6학년을 대상으로
제비뽑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동영상수업 지원서는 CAP (중앙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십시요. Centralized Application Portal (CAP).
B. 7학년- 12학년: 학생들은 동영상 수업을 최소 한 과목 선택하거나 혹은 전체
수업을 모두 동영상으로 택하는 등 본인에게 맞게 수업 일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수업은 Apex학습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수업과 학군에서 제공되는 수업 등을 참조해서 해당 교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8월에서 학습프로그램과 스케줄에 관해서 자녀의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십시요. 방학기간에는 동영상 수업 담당 관리자 마리 라우커프 Marie
Laukhuf, eLearning coordinator에게 연락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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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면 동영상 수업이 당신의 가정에 최적화된 학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의 편안한 환경에서 학생과 가족에 맞는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교과 스케줄
● 교과과목과 강의를 감독하고 학생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군 소속의 교사자격증
소지한 검증된 교사
● 학생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학군의 수업내용과 자료에의 접근가능성
● 과외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 혹은 관련 서비스 등을 학교 출석 및 관련 기록을
연관시켜서 관리하는 방식
● 학생이 학교 뿐 아니라 가정의 편안한 환경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혼합식
교육 방식
● 실시간 동시 수업과 비동시 수업 병행
● 2021년 가을 학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한 교육위의 결정이후 보다
지속적인 학습 환경 제공
3. ‘페어뱅크스의 함께 설계하는 성공적인 교육’( BEST)은 귀하의 가정이 의미있는
교육적 대안이 되도록 공동체의 지원을 받는 체계를 구성하는데 헌신합니다. BEST는
학생, 부모, 전문 교직원과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파트너십으로서, 가족과 스태프가 힘을
모아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k12northstar.org/domain/4216에서 확인하시고 오늘 바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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