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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9일 

학부모들에게 

지난 몇개월간 COVID-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시간에 안전하게 계셨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주와 카운티 짐친들을 따라서 학교 문들을 다시 열고 학교에 등교 하는 것에 대해 
업데이트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2020년 8월 11일 화요일에 다시 학교 문들을 열 
계획입니다. 

 

지난 몇달간 저희는 COVID-19으로 인한 학교에 가는 피해들을 지켜 봤습니다. COVID-19으로 
잍해 저희는 학생, 선생님, 직원들, 교장 선생님, 교육구 관리자들로 구성된 대책틴을 만들어 
어떻게 학교 문들을 열지 연구 했습니다. 대책팀은 주와 카운티가 준 진침들과 정보를 다 검토 
했습니다. 대책팀은 연구 결과 원격 수업과 정상 수업을 합친 수업 모델을 FJUHSD 이사회에게 
허가를 요청합니다. 대책팀은 여러번 만나서 스케쥴링 수업 모델들을 연구 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책팀이 모두 동의하는 모델을 결정 내릴수있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특별 이사회 미팅에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특별 수업 모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 위원부터 허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지금 상황에 대책하기 위해 신속하게 
이사회 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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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Schedule for School Reopening 

Time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 조 정상수업 

B조 & C조 
라이브 스트림만 

 

B 조정상수업 

A 조 & C 조 
라이브 스트림만 

  

원격 수업 

A, B, C 
  

A 조 정상수업  

B 조 & C 조 
라이브 스트림만 

 

B 조정상수업 

A 조 & C 조 
라이브 스트림만 

 

6:58 am - 7:55 am Period 0 Period 0  
Period 0 

6:58 am - 7:55 am  Period 0 Period 0 

8:00 am - 8:57 am Period 1 Period 1  
Period 1 

8:00 am - 8:57 am  Period 1 Period 1 

8:57 am - 9:02 am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9:02 am - 9:59 am Period 2 Period 2  
Period 2 

9:02 am - 9:59 am  Period 2 Period 2 

9:59 am - 10:04 am Announcements Announcements    Announcements Announcements 

10:04 am - 10:14 am Break (10 min) Break (10 min)    Break (10 min) Break (10 min) 

10:14 am - 10:19 am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10:19 am - 11:16 am Period 3 Period 3  
Period 3 

10:19 am-11:16 am  Period 3 Period 3 

11:16 am - 11:21 am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11:21 am - 12:18 pm Period 4 Period 4  
Period 4 

11:21 am-12:18 pm  Period 4 Period 4 

12:18 pm - 12:48 pm Lunch (30 min) Lunch (30 min)    Lunch (30 min) Lunch (30 min) 

12:48 pm - 12:53 pm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12:53 pm - 1:50 pm Period 5 Period 5  
Period 5 

12:53 pm - 1:50 pm  Period 5 Period 5 

1:50 pm - 1:55 pm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Passing Period 

1:55 pm - 2:52 pm Period 6 Period 6  
Period 6 

1:55 pm - 2:52 pm  Period 6 Period 6 
 
Note:  
A/B 조 – 정상 수업에 참여 할수 있으며, 조에 따라 수업에 갈수 잇는 날들에 등교 합니다. 수요일은 원격 수업입니다. 
C조 – 학부모에 요청에 따라 원격 수업을 계속 합니다. 일주일에 있는 정상 수업을 라이브 스트림으로 볼수있고                
수요일에는 원격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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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습 모델은 학생이 일주일에 두번 등교 하고 두번은 집에서 수업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A조 그리고 B조). A조와 B조에 들어간 학생들은 정해진 날에 등교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생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 하시면 원격 수업으로 할수 있는 조도 있습니다 
(C조). C조에 들어가기 위해서 는 교육구에 적힌글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학교는 학생이 
C조에 들어갈수 있는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것입니다. 수요일은 학교를 집중적으로 청소 하는 
날로 교실 혹은 가구 들을 청소 할것이며 학생, 선생님, 그리고 직원들은 다 학교에 올수없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학생이 A조 혹은 B조 에 들어갈지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A조나 B조에 다시 
들어가고 싶을경우 교실 안에 있는 사람 숫자 때문에, 선생님이 달라질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 

 

운동 코치들은 집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연습시간을 잘 조절 할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은 
지역밖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대책팀 소그룹들이 이 학업모델을 어떻게 할것인지 예기를 나눌것입니다. 소그룹들은 
이 상황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로 구성이됬으며,  건간과 안전, 학업과 학생 모니터링, 정신건강 
그리고 의사 소통을두고 미팅을 가질것입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있기때문에 모든 계획은 
카운티에서 주어진 단계에 마쳐 바뀔수 있습니다. 

 

저희에 목적은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학생, 가족 그리고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기에 단 하나에 
계획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 하고자 
합니다. 저희에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 직원들은 최대한 
학교들을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incerely, 

 
Scott Scambray, Ed.D. 
Superinten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