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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0 년 3 월 중순 Andrew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학교를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직접 학습에 폐쇄되었습니다. 전례없는 이그 제 큐 티브
2020 년 말까지 명령이 중단되었습니다.
상태에서 질병의 확산. 2020 년 3 월 16 일부터 학년 말까지
학교는 원격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0 년 말 봄
주지사와 뉴욕 주 교육부 (SED)는 계획 수립을 위해 학교에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2020-21 학년도 3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 원격 학습의 지속,
직접 학습으로 돌아가고 원격 및 직접으로 구성된 혼합 하이브리드 모델
배우기. 2020 년 6 월, 허 릭스에서 50 명의 재 개방 태스크 포스가 모였다.
교육 구는 교육위원회와 행정부에 권장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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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가능한 구성 내에서 학교 재개.

Reopening Task Force는 다양한 재 개설 지침, 연구 및 데이터를 조사하여
가능한 한 안전하게 학교를 재 개설 할 것을 권장합니다. 에 한 지침
재 개방 계획은 연방 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출처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질병 통제 및 예방 (CDC), 미국 소아과 학회 (AAP),
뉴욕 주 국무부 학교 심리학자 협회 (NASP)
건강 및 뉴욕 주 교육부 (SED). 태스크 포스 회원은
우리의 이해 관계자 그룹을 표하는 재능 있고 다양한 개인. 회원
학부모, 교사, 관리자 및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가 포함되었습니다. 연합 리더십,
PTA, SEPTA 및 커뮤니티 그룹도 그룹 내에 표시되었습니다. 태스크 포스
COVID-19 환자 치료에 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여러 의사 포함
학교 간호사. 태스크 포스는 계획 개발과 재개를 책임졌다
이 매우 사려 깊고 신중하게 만들어진 권장 사항
계획. 이것은 정적 계획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경 될 계획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적응하고 피봇 할 준비가되어 있고 준비 될 것임을 아십시오.

우리가 여러 번 말했듯이, Herricks 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
공동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여러 가지 안전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리에 두십시오. 지속적인 유행성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처럼 작동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즐겼던 많은 활동들이 바뀌어야합니다. 우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직원 및 학생에 한 일상 건강 점검과 같은 건강 조치 구현
학습 및 학업 수행 방식에 한 새로운 관행,
규모 모임, 안면 마스크의 필수 사용, 강화 된 청소 프로토콜,

각 학교에 COVID-19 응팀 설립 및 기타 조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리 팀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재 개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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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위원회
2020 년 6 월

Henry Zanetti – 이사회 회장 / 지구
Nancy Feinstein – 이사회 부사장 / 지구
Jim Gounaris – 관리위원회 / 지구
피노 셀라 노 박사 – 교육감 / 지구
리즈 게르 친 – Asst. t Curr. & 학군 / 지구
Lisa Rutkoske – Asst. t 비즈니스 / 지구
디나 마 기아 코모 – Asst. t HR / 지구
Marty Abrams – 시설 / 지구 이사
Rene Forti 박사 – 부모 / HS
Christina DePaola – 부모 / MS 및 Denton
Christine Joneleit – 학부모 / HS, MS 및 Denton
Afshan Khwaja – 부모 / HS 및 MS
Darshani Katwaru – 부모 / MS
Geraldine Sim 박사 – 부모 / 덴턴
Gina McLaughlin – 학부모 / MS 및 Denton
Helen Papaioannou 박사 – 학부모 / Searingtown 및 Denton
Jenny Rolston – 부모 / 중심 거리
Neepa Shah Reditio – 부모 / Searingtown
Seema Agrawal 박사 – 학부모 / HS
디모데 홍수 – 부모 / HS 및 MS
Stephanie Visconti – 학부모 / MS 및 Denton
본 덴턴 박사 – 부모 / HS
Diana DeGiorgio – 교장 / Searingtown
조안 키건 – 교장 /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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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맥코 나기 – 교장 / MS
베스 로젠 만 – Asst. 교장 / 덴턴
지나 호튼 – Asst. 교장 / MS
앤드류 프리 소네 – Asst. 교장 / HS
매트 허바드 – Asst. 교장 / MS
Lois Jankeloff – PPS / 지구 이사
Jim Petricca – 육상 / 지구 이사
프란체스코 프라 토 – 월 드랭 지국 / 지구
스테파니 놀즈 박사 – 특별 에드 체어 / HS
Tony Cillis – 사회 / 지구 이사
Karen Hughes – 과학 의자 / HS
나타샤 칸 –지도 / 지구 이사
Nidya Degliomini – 초등 / MS
Jean Anne Agoglia 박사 – 심리학자 / 센터 거리
니콜 바바리 노 – 사무 / MS
에이미 할핀 – 스페셜 에드 / 센터 스트리트
더그 크라머 – 사회 / HS
Deborah Linscott – 독서 / 덴턴
Jim Martillo – 양육권 / 덴턴

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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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미타로 통다 – 초등학교 / 덴턴
Michael Orlep – 과학 / MS
조디 루기아 노 – 초등학교 / 시어링 타운
Dr. Richard Sevilla – 컴퓨터 교사 / MS
안드레아 솜마 – 음악 / 시어링 타운
엘렌 베스 페 – 간호사 / 쉘터 락 아카데미
Annegret Brown 박사 – 심리학자 / SRA

다른 소위원회 회원

Anissa Arnold – 음악 감독
Shakia Hall – 식품 서비스 담당 이사
타라 Justvig – 특수 교육 교사
Sepideh Kobylivker – 부모
크리스틴 리 – 부모
캐서린 마리노 – 학교 간호사
Terry-Ann Montaque – Nassau BOCES 보건 및 안전 팀
Shaheda Quraishi 박사 – 부모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5/81

삼

6 페이지

재 개방 계획 • 2020 년 7 월

4

커뮤니케이션 / 가족 및 지역 사회 참여

허 릭스 학군은 학교 간의 정기적이고 빈번한 의사 소통은
가족과 더 넓은 지역 사회는 항상 효과적인 요소가되었습니다.
가족 및 지역 사회 참여. COVID의 확산을 둘러싼 모든 불확실성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 및 가족 참여가 더 중요합니다.
올해 어느 때보다도. Herricks는 지역 사회 중심의 학군으로 학교와
커뮤니티는 실제로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가족, 학교 및 지역 사회가 함께 일할 때
서로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더 성공적이며, 모두가 혜택을받습니다.

교육 구는 학교 이해 관계자 및 지역 사회 구성원 (예 :
관리자, 교직원, 직원, 학생, 학생의 부모 / 법적 보호자, 지역 건강
부서, 지역 의료 제공자 및 노조와 같은 제휴 조직,
재 개방 계획을 개발할 때 동창 및 / 또는 지역 사회 기반 그룹). 계획
재 개방은 참여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그룹을 식별해야합니다.
계획 프로세스.

Herricks 학군은 50 명의 회원을 재 개설하는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재 개방을위한 권고 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지침, 연구 및 데이터 재개
우리 학교는 최 한 안전하게 Herricks Reopening Task Force의 구성원은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 관계자 그룹을 표하는 다양한 개인들. 회원 포함
학부모, 교사, 관리자 및 교육위원회 관리위원회. 연합 지도부, PTA,
SEPTA 및 커뮤니티 그룹이 그룹 내에 표시되었습니다. 태스크 포스 포함
COVID-19 및 학교 환자 치료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여러 의사
간호사. 태스크 포스는 계획 개발과 재개를 책임졌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한 권장 사항.

교육 구는 학생,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위한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해당 지침, 교육, 표지판 및 학생을 포함한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
일관된 수단으로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책임 당사자는
웹 페이지, 문자 및 전자 메일 그룹 및 / 또는 소셜 미디어 그룹 또는 게시물 개발을 고려하십시오.

교육구 커뮤니케이션 계획은 빈번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강조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방문객. 커뮤니케이션 라인은 중앙에서
행정 및 각 학교 건물 교장. 교사, 학교 간호사 및 학교 정신
건강 전문가들도 의사 소통 책임을 져야합니다.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전문 개발)은 학교 개장 전에 진행되며
학교 첫날과 몇 주 동안. 안전 프로토콜의 알림이 발생합니다
학년도 내내 자주. 적절한 간판을 구입하여 배치했습니다
학군 건물 및 시설 전체. 사이 니지에는 소셜 알림이 포함됩니다
마스크의 거리, 착용 및 청소. 의사 소통은 다양한 형태를,니다
Blackboard Connect를 통해 배포 된 이메일, 비디오 메시지, 문자 메시지,
최근에 만든 School Reopening 웹 사이트 페이지의 웹 사이트 게시물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
Facebook, Instagram 및 Twitter에서

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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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의사 소통이 제공됩니다.
학교 공동체 전체에 교육구 웹 사이트에는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교육 구는 Propio 및 사내 번역사를 계속 사용하며
통역사가 가족이 이해할 수있는 언어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도록합니다.
지구 재 개설 계획은 중국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됩니다. 서면 계획도
시각 및 / 또는 청각 장애가있는 사람이 접근 할 수 있어야합니다. 교육 구는 모든
가족은 지구를 받기 위해 기술 장비 및 지원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연락. 컴퓨터 기기가없는 모든 학생은 크롬 북을 출받습니다.
지구에 의해.

교육 구는 건강 및 안전, 일정 및 기타 모든 사항에 한 정기적 인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문제. 학부모의 의견은 다양한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주제. 여기에는 원격 학습, 교통 및 정신 건강이 포함됩니다.

교육 구는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방법을 배우도록 교육 받도록 보장 할 것입니다
손 위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COVID-19 프로토콜은 안전하고 정확하게
착용, 사회적 혼란 및 호흡기 위생을 다루는 적절한 얼굴.

9 월 학교 첫날 교사, 학교 간호사 및 행정관이
사회적 거리, 안면 덮개 사용, 새로운 COVID-19 프로토콜에 한 교육
호흡 위생과 모든 학생들에게 빈번한 손 씻기의 중요성. 메시지와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관한 비디오는 교육구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학부모 및
학교 첫날 전 여름에 학생들.

교육 구는 모든 학생, 교수, 교직원 및 방문객을 구두 및
CDC 및 DOH 지침을 준수하기위한 서면 의사 소통 (예 : 표지판)
사회적 거리가 불가능할 때 PPE, 특히 허용되는 안면 덮개 사용
유지.

교직원, 교직원 및 학생을위한 중요한 훈련 요소는
필요한 얼굴 덮개. 얼굴 가리개에 한 격려와 알림
다른 PPE는 학교 전체에 게시 된 간판, 강의실 수업,
전문 개발, 그리고 방송 및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웹 사이트에 게시. 모든 입구의 간판이 방문자에게 게시됩니다.

또한 각 학교는 COVID-19 응팀과 코디네이터를 지정합니다.
COVID-19 양성 사례 식별, 연락 추적 및
후속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는의 질문에 답변 할 책임이 있습니다.
COVID-19 중에 관한 학생, 교수, 교직원 및 학부모 또는 학생의 법적 보호자
학교에서 시행하는 건강 비상 사태 및 계획.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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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

Herricks 학군은 50 명의 재 개설 태스크 포스위원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만큼
태스크 포스위원회는 교육, 정신 건강, 운영 등 4 개의위원회를 표했습니다.
건강과 안전. 행정 표, 교사, 관리인, 사무직
학부모 및 지역 의료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부 가 태스크 포스에 참여
위원회. 14 인 보건 안전위원회에는 관리자,
교사, 의사, 간호사, 부모, 건강 제공자 및 교육구 건강 및 안전
컨설턴트.

• Herricks 학군은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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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과 학교 운동장에서 개인 (학생 및 교직원). 만약사회적 거리가 불가능하며 개인은 수용 가능한 얼굴을 착용해야합니다.
덮음. Herricks 학군은 학생과 교직원이 착용하도록 요구합니다
간식, 점심 또는 예약을 제외하고 항상 허용되는 안면 마스크
마스크 파손 또는 의학적 제외 상. 헤 릭스 학군
유치원에서 5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학교 수업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
매년 9 월에 6 학년에서 12 학년 학생들은 직접 참석할 것입니다
격일로 학교와 다른 날에 e 러닝. 이것은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헤 릭스 학군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 PPE 및 천 얼굴 마스크 가용성
• 자격을 갖춘 학생들을위한 안전한 교통편 제공

Herricks 학군은 학군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향상시킬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 학생 보호자, 교직원 및 방문객.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o COVID-19에 관한 교육구 시설 및 근거에 한 표지판
손 위생, 적절한 얼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토콜 및 안전
착용, 사회적 소외 및 호흡기 위생.

o Blackboard Connect를 사용하여 부모 / 보호자에게 알리고 업데이트합니다.
COVID-19 관련 학생.

o 안내, 튜토리얼을 포함하는 지구 재개 웹 사이트 개발
중요한 COVID-19 정보.

o 재 개방 자료는 Back to School 우편물에 추가됩니다.
교육구가 취한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과
학생들과 학교 시설 방문자의 기 .

• Herricks 학군, 학군 간호사 및 지역 사회와 협력
의료 제공자는 직원에게 질병의 징후를 관찰하도록 지시하는 교육을 개발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에서 증상이있는 사람을 학교 간호사에게 보내야합니다.
또는 다른 지정된 인원.

여기에는 COVID-19 스크리닝 결정 트리 (CDC)를 게시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자습서), 글로벌 규정 준수 네트워크 교육 및 면 교육.

• Herricks 학군은 학생, 학생,
직원들이 매일 온도 점검을보고합니다. 교직원은

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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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상영하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이것은에 의해 촉진됩니다
전자보고 시스템. 학생들은 설문 조사를 완료해야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학생이 설문 조사를 완료 할 수없는 경우 학부모 / 보호자는
학생은 학생을 신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COVID-19의 증상을 보이는 학생, 교직원 또는 교직원은
학교 간호사 (등록 전문 간호사, RN). 학교 간호사가 없을 경우
병든 학생과 교직원은 의료 제공자와 후속 조치를 위해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 온도가 높고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 교수 또는 교직원 및 / 또는
설문에 한 긍정적 인 반응은 전담에게 직접 보내야합니다
각 구역 시설에서 식별 된 격리 구역. 학생들은 사전에 감독됩니다
픽업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집으로 보내집니다. 교직원 또는 직원이 전송됩니다
의료 제공자와 후속 조치를 취하십시오.

• 교육 구는 비 필수 방문객이 학교 시설에 들어 가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학교가 세션에있을 때. 피할 수없는 필수 방문자, 손님, 계약자,
공급 업체는 건강 검진 설문 조사를 완료하고 온도를 측정해야합니다
다른 약속은 도착하기 전에 예약해야합니다.

• 학군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보호자에게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집에 있어야하는 질병의 징후를 관찰하는 방법에 한 직원
학교에서. 지도는 8 월에 각 가정에 보내질 것이며, 자원은
학군 재개 웹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며 학교 전체의 표지판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covid-19-regional-metrics-dash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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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온라인 및 / 또는 면 훈련.

• 교육 구는 교내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안내판을 보여줄 것입니다.
올바른 손과 호흡기 위생. 학교 주변에 간판이있을 것입니다
욕실 위치 및 싱크 를 포함한 시설. 면 및 / 또는 온라인
학교로 돌아 오면 교직원, 교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이 제공됩니다.

• 교육 구는 직원 교육 및
학생들은 학교 건물의 모든 사람이 최소 6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보장
가능할 때마다 발.

• 교육 구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합니다
504 / ADA를 구현하여 위험이 높거나 위험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숙박 절차 및 절차.

• 교육 구는 학부모 / 보호자와 설문 조사를 개발하고 공유했습니다.
학교 복귀에 필요한 숙박 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포함
연약한 의학적 상태가있는 학생. 개별 학교의 504 팀
제공된 모든 문서 (의료, 장애 등)를 검토합니다.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결정하십시오.

• 교육 구는 모든 직원, 성인 방문객 및 학생이
항상 적절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학군은 이들을위한 마스크를 제공 할 것입니다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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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얼굴 덮개가없는 사람. 교육 구는
안면 마스크가 필요한 학교 시설 전체의 적절한 표지판.

• 학군 / 학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간식 시간, 점심, 6 피트 (6 피트)의 외부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구는 교직원을위한 적절한 PPE 용품을 계속 구매하고 /
마스크를 잊어 버린 교직원과 학생들, 학교 보건에서 사용하기위한 PPE
전문가.

• 교육 구는
학교에서 COVID-19의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빌딩 레벨 COVID 대응 팀 절차
회원 : 간호사, 건물 교장 및 / 또는 교감, PPS 구성원 (사회 복지사,
심리학자 또는 가이던스 카운슬러), 교사, 수석 타이피스트 서기, 책임 관리자, 보조
HR 교육감

직원이 COVID-19에 대해 긍정적으로 테스트했습니다.
• 48 세 이내에 직원과 접촉했을 수있는 직원 / 학생을 식별합니다.
시간 (위치 별 로그인 검토)

• 직원 / 학생이 10 분 이상 긴밀하게 접촉 (<6 피트)했는지 확인합니다.
마스크.

1. 응 팀장은 건강 부에 통지합니다.
2. 교육구 교육장에게 통지합니다.
3. 직원들에게 직장에서 COVID-19에 노출 될 가능성을 알리지 만 유지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서 요구하는 기밀성 .
4. 편지를 가족에게 보낼지 여부
5. 아픈 사람이 사용한 부분을 닫습니다.
6. 교실 / 사무실 소독

ㅏ.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과 창문을 엽니 다.

비. 청소 또는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동안 기다리십시오. 24 시간 동안 실행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기다리십시오.
가능한 오래.

씨. 사무실 등 아픈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영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욕실, 공용 공간, 태블릿과 같은 공용 전자 기기, 터치
스크린, 키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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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직원이 아프면 :
1. 직원은 즉시 학교를 떠나야합니다.

2. 48 세 이내에 직원과 접촉했을 수있는 직원 / 학생을 식별합니다.
시간 (위치 별 로그인 검토)

ㅏ. 직원이 10 분 이상 10 분 이상 긴밀하게 접촉했는지 (6 피트 미만)
마스크.

3. 완전한 교실 청소를 위해 학생들을 교실에서 제거해야합니다.

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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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4. 대응 팀장은 건강 부에 통지합니다.

5. 교육감에게 통지합니다.

6. 직장에서 COVID-19 에 노출 될 가능성을 직원들에게 알리십시오.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서 요구하는 로 기밀을 유지합니다 .

2. 서신을 집으로 보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3. 교실 / 사무실 소독 :

ㅏ.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과 창문을 엽니 다.

비. 청소 또는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동안 기다리십시오. 24 시간 동안 실행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기다리십시오.
가능한 오래.

씨. 사무실 등 아픈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영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욕실, 공용 공간, 태블릿과 같은 공용 전자 기기, 터치
스크린, 키보드 등

낮에 학생이 아프면 :
1. 학생은 픽업을 위해“Quarantine Room”에 배치되어야합니다.

2. 담임 교사, 교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학생 / 직원 접촉 식별
조수, 보좌관.

ㅏ. 학생이 마스크없이 10 분 이상 가까이 접촉했는지 (6 피트 미만) 확인합니다.

3. 대응 팀장은 건강 부에 통지합니다.

4. 교육구 교육장에게 통지합니다.

5. 직장에서 COVID-19 에 노출 될 가능성을 직원들에게 알리십시오.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서 요구하는 로 기밀을 유지합니다 .

6. 편지를 언제 가족에게 보내야하는지 결정하십시오.

7. 교실에서 학생 / 직원을 식별하고 제거합니다.

8. 교실 / 사무실 소독 :

ㅏ.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높이기 위해 외부 문과 창문을 엽니 다.

비. 청소 또는 소독하기 전에 24 시간 동안 기다리십시오. 24 시간 동안 실행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기다리십시오.
가능한 오래.

씨. 욕실 등 아픈 학생이 사용하는 모든 영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공통 영역, 태블릿, 터치 스크린, 키보드와 같은 공유 전자 장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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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구는 CDC 지침을 준수하는 서면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질병 또는 진단 후 학생 및 교직원의 학교 복귀
COVID-19의 확인 된 사례 또는
COVID-19의 확인 된 사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지역 보건국.

직원은 COVID-19 증상 또는 노출과 관련하여 다음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 COVID-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증상, 최소 10 일의 격리를 완료하면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음
남아있는 경우, 증상이 시작되거나 첫 번째 양성 검사 후 10 일의 격리
무증상.

• COVID-19를 가진 사람과 장기간 또는 가까운 거리에 접촉 한 경우
COVID-19 관련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증상의 발병으로부터 최소 10 일의 격리를 완료 한 후 작업하십시오.

o 뉴욕 주 보건부는 밀접한 접촉을
10 분 이상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6 피트 이내에있는 사람
질병 발병 48 시간 전부터 환자가 격리 될 때까지.
연락 범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역 보건 부서에 연락해야합니다.
COVID-19가 의심되거나 확인 된 개인 및 사람은 불분명합니다.

• COVID-19를 가진 사람과 장기간 또는 가까운 거리에 접촉 한 경우
기간

COVID-19 관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에 일하다

14 일의 자기 검역 완료
o 그러나 그러한 직원이 운영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또는 이들의 문서화 된 결정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

관리자 및 인사부 (HR) 담당자와 협의

적절한 주 및 지방 보건 당국, 노출 된 무증상

직원이 다음을 준수하는 한 직원은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작업 교대 전과 작업 중 관행

고용주와 직원이 문서화 한 내용 :
1. 정기 모니터링 : 직원은 온도를 스스로 모니터링해야합니다.

12 시간마다 화씨 100.0도 이상

그들의 감독하에 COVID-19와 일치하는 증상
고용주의 직업 건강 프로그램.

2. 마스크 착용 : 직원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마지막 노출 후 14 일 동안 작업장.

3. 사회적 거리 : 직원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4. 작업장 청소 및 소독 :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계속 작업해야합니다

사무실, 욕실, 공용 구역 및
공유

전자 장비.
5. 격리 유지 : 직원은 계속해서 자체 격리를 수행해야합니다.

본인-
14 일 동안 직장에 없을 때 온도와 증상을 모니터링

1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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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노출 후 며칠.
• 직장에 도착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거나 COVID-19 증상에 걸리는 경우
직장에서 또는 COVID-19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또는 근접한 접촉을하는 동안
에서 분리되어 즉시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증상의 발병 또는 음성 수령 후 10 일 이상 격리
COVID-19 테스트 결과.

• 노출 된 경우 COVID-19에 양성 반응을 보였거나 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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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결석은 Dina Maggiacomo, 부교육감에게 문의하십시오.직장으로 돌아 오기 전에 305-8909의 인적 자원을 위해.

추가 정보
• 뉴욕 순방향 재 개설 웹 페이지 : https://forward.ny.gov/
• DOH COVID-19 웹 페이지 : https://coronavirus.health.ny.gov/home
• CDC COVID-19 웹 페이지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교육 구는 CDC에 따라 학교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방법에 한 서면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지구 관리는 나소 BOCES 건강 및 안전과 협력
필요한 학교 안전 훈련 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컨설턴트
사람 사이의 사회적 차이를 보장합니다.

교육 구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위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JCC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JCC는 다음과 관련하여 교육구 지침을 따릅니다.

o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o 6 피트의 사회적 거리가 유지 될 것입니다.
o 학생과 교직원은
프로그램,

o 학생들은 상호 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학년별로 앉을 것입니다.
o 학생들에게 마스크 브레이크가 제공됩니다.

• 교육 구는 학교 교육감 인 Fino Celano 박사를
교육구 COVID-19 안전 코디네이터. 책임에는 지속적인
지구 재 개방 계획의 모든 측면과 단계적 준수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재개
활동은 정상 또는 "새로운 정상"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건물 교장 또는 조교와 같은 건물 수준의 "응답 팀"진행자
교장은 건물 수준에서 COVID-19 안전 코디네이터로 지정됩니다.

추가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
• 학교 간호사는 각 학교를 돕는 COVID-19 자원 담당자로 지정됩니다.
건물과 지역 사회.

• 학군은 학교 웹 사이트에 재 개방 계획의 다양한 번역본을 게시 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구는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시설에서 방문자 수를 제한해야합니다.
교직원과 교직원은 학교에서 학교 구내를 떠나지 않도록 권장됩니다
일.

o 건물 관리 부서는 가능한 경우 직원의 위치를   지정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점심을 먹습니다.

• 모든 건물은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학생들을 위해 캠퍼스를 폐쇄합니다.

1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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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은 가정에서 자녀를 선별하는 데 한 학부모 / 보호자 튜토리얼을 제공합니다.
서면 의사 소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으로 병의 징후
비디오 및 학부모 포럼.

• 학군은 학교 전에 학부모 / 후견인의 검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학부모 / 후견인이 디지털로 제출할 수없는 경우 학교는
다른 형식으로 제출할 학부모.

• 학교 간호사 또는 학교 지정 인이 적절하게 훈련을받을 수 있습니다 (온도

확인) CDC에 따르면, 선별 검사를하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학생
요구 사항은 집에서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구는 적절한 PPE를 제공 할 것입니다
기 학생의 확인과 함께 선별 검사를위한 보호

감독.
• 학군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학생들이 항상 천으로 덮을 것을 요구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강, 의료 요구). 간호사는 기밀로 유지하고 배포합니다

얼굴 가리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관한 교사.
• 학군은 학교 보건 요원이 아픈 사람을 평가할 때 PPE를 착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호흡기 치료.
o 각 학교에는 학교 보건 서비스 요원을위한 2 개의 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
건강한 학생들이 약물 치료와 간호 치료를받을 수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방은 아픈 사람을 격리하기위한 공간입니다.

o 학교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일회용 장비와 용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ward.ny.gov/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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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입니다.o 교육 구는 관리인 및 기타 직원에게 청소 및 참여에 PPE를 제공합니다
사용중인 에이전트에 해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학교에서 소독합니다.

o 교육 구는 사전 및 사후 치료 프로그램에 관해 JCC와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 PPE 사용, 청소 및 소독 요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십시오.
COVID-19 전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 검진
학부모 / 보호자와 교직원에게는 교육에 관한 교육 자료가 제공됩니다.
COVID-19의 증상 및 건강 검진의주의 깊은 관찰
매일 아침 학교에 오기 전에 학부모 / 보호자와 교직원은
열이 100 ° F 이상이거나 가능한 증상이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
코로나 19 바이러스.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아픈 상태에서 집에 머 무르십시오.
학교에는 https://www.cdc.gov/flu/business/stay-home- 감염이 없어야합니다. 그만큼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는 최신 증상 목록 을 유지합니다.
웹 사이트의 코로나 바이러스 . 일부 개인은 다른 사람을 표시 할 수 있으므로이 목록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있거나 전혀 없습니다. 7/13/2020 기준으로 다음이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표시됩니다.
COVID-19의 증상 :

• 열 또는 오한 (100 ° F 이상);
• 기침;
• 호흡 곤란 또는 호흡 곤란;
• 피로;
• 근육이나 신체 통증;
• 두통;

1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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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나 냄새의 새로운 상실;
• 인후염;
• 혼잡 또는 콧물;
• 구역 또는 구토; 그리고 / 또는
• 설사.

교육 구는 모든 교직원에게 학생 또는 다른 교직원을 관찰하도록 교육을 요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병의 징후 :

플러시 뺨;
• 최근의 신체 활동없이 빠른 호흡 또는 호흡 곤란;
• 피로 및 / 또는 과민성; 과
• 화장실을 자주 사용합니다.

별도의 설명없이이 표시가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학교 간호사의 평가를 위해 학교 보건소. 학교 간호사가 없을 경우
학교는 부모 / 후견인에게 연락하여 아픈 아이를 데리러 오거나 교직원을 보낼 것입니다
집. 매일 온도 점검 및 검사 완료를 포함한 건강 검진
직원, 계약자, 공급 업체 및 방문자는 설문지를 작성해야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온도를 점검하고 선별 설문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십시오. 누군가
온도가 100 ° F 이상이거나 스크리닝에서 긍정적 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설문지는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즉시 집으로 보내 져야합니다. 학생들은
운송 집을 기다리는 동안 외딴 지역에서 감독. 학교는 그러한 사람들을 추천해야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 하고 COVID-19 테스트에 한 자료를 제공 합니다 .

학생과 교직원은 증상이 나타날 때 또는
설문에 한 답변은 학교 시간 중 또는 외부에서 바뀝니다. 학교는
이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직원은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COVID-19 심사를 완료해야합니다.
부모 / 보호자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전에 자녀를 선별하도록 권장하십시오. 상영
온도 점검 신에 학교 전에 학부모 / 보호자가 선호합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 증상 검사가 수행됩니다. 학생들의 선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일일 온도 점검 및 매주 스크리닝 설문지 작성.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flu/business/stay-home-when-sick.ht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ymptoms-testing/symptom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find-test-site-near-you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find-test-site-near-you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find-test-site-near-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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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질문서는 개인이 다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 14 일 동안 누군가와의 친밀한 접촉
COVID-19에 한 진단 테스트를 통해 양성 검사를 받았거나
COVID-19의 증상이 있었다;

• 지난 14 일 동안 COVID-19에 한 진단 테스트를 통해 양성으로 테스트되었습니다.
• 온도를 포함하여 COVID-19의 증상이 나타남
지난 14 일 동안 100.0 ° F 이상 : 및 / 또는

• 국제적으로 또는 광범위한 커뮤니티가있는 주에서 여행 한 경우
뉴욕 주 여행 자문에 따라 COVID-19의 전송
지난 14 일

NYSDOH에 따라 학교는 학생, 교직원, 직원 및 방문객의 기록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건강 데이터 (예 : 개인의 특정 온도 데이터)를 유지하지만

1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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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선별되었음을 확인하는 기록 및 그러한 선별 결과 (예 : 합격 / 불합격,
지워지거나 지워지지 않음).

교육구 / 학교는 교직원에게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알림을 제공합니다.
COVID-19 안전 요건에 관한 부모 / 보호자. 이것은 달성 될 수있다
으로:

• 자동화 된 전화와 같은 주별 또는 일일 알림 제공
메시지, 이메일 또는 문자; 과

• 부모 / 보호자의 모국어로 가정에 주간 서면 통지
가족이 정보를 통해 정보에 액세스 할 수없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다른 방법.

교육 구는 다음을 사용하여 직원 및 학부모 / 보호자로부터 선별 정보를 수집합니다.
• 온라인보고; 그리고 / 또는 앱

학교는 교직원 (행정 조교, 출석자 또는
교직원의 선별 검사 보고서를 검토하고
부모 / 보호자 및 그들이 완료되었음을 증명.

부모 / 보호자가 그러한 검사 결과를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절차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학부모 / 보호자에게 의지하십시오. 부모 / 보호자 증상이
스크린 평가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행됩니다.

• 모든 학생들이 동등하게 우 받도록하십시오. 과
• 부모 / 보호자가 선별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들이
점 찍어.

가족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에서 검사를 수행 할 수없는 경우 :
• 가족이 온라인 시스템이나 전화 앱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가 모국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가정 환경이 매일 아침이 과정에 도움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또는

• 가족이 선별 검사를 완료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온도 점검과 같은 검열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실에 들어가기. 선별 검사가 필요한 학생들
학교에서 비밀을 유지해야하며
수업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영
온도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보다 온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온도 확인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부모 / 보호자가 상영을하지 않은 사람. 학교는 심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자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온도 점검을 수행하여 예정되지 않은 방문자.
간호사, 관리자, 경비원 또는 기타 숙련 된 직원이이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온도 검진을 실시하는 학교는 다음을 갖습니다.
• 교직원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감독합니다. 동안
기다리는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거리가 멀어 야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ravel-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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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검사를 수행하도록 훈련 된 직원.
• 일회용 온도계와 같은 온도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소모품
프로브; 과

• 검진을 수행하는 직원을위한 PPE (얼굴 가리개 및 마스크).
숙련 된 직원 및 소모품의 가용성에 따라 다음
온도를 수행하기 위해 CDC에서 권장하는 방법
상영.

사회 차별에 한 의존
• 부모 / 보호자는 자녀의 체온을 측정해야합니다.
시설에 오기 전에 또는 시설에 도착한 후. 도착하자마자
직원은 부모 / 보호자와 아이로부터 최소 6 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 부모 / 보호자는 아동에게 열이없고 부족함을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거나 앱을 통해 제출하여 호흡 또는 기침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폴더.

• 교수진과 교직원은 아동의 육안 검사를 위해
홍조, 빠른 호흡 또는 어려움을 포함 할 수있는 질병
호흡 (최근의 신체 활동없이), 피로 또는 극도의 혼란.

간호사 및 / 또는 훈련 된 직원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합니다.
상영시 (PPE).

• 도착하자마자 손을 씻고 안면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또는 얼굴의 전면과 측면을 완전히 덮는 일회용 얼굴 보호막)
일회용 장갑 한 켤레. 광  한 경우 가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의 접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의 체온을 측정하십시오.
• 여러 개인에 해 온도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각 어린이를위한 깨끗한 장갑과 온도계를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각 수표 사이;

• 일회용 또는 비접촉식 (일시적 또는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과의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점검 전에 장갑.

•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는 경우 알코올 천으로 청소하십시오 (또는
면봉에 이소 프로필 알코올)을 각 클라이언트 사이에 바르십시오. 당신은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젖었을 경우 같은 물티슈;

• 각 선별 검사 후 장갑을 벗고 폐기하십시오. 과
• 60 %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 한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또는 세척제를 사용하십시오
비누와 물로 최소 20 초 동안 손을 십시오.

건강한 위생 관행

건강한 위생 실습은 학교 환경에서 가르치고 다시 가르칩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교는 학교 공동체에 직접지도 할 것입니다
호흡기 위생과 함께 적절한 공급 및 시간 제공
빈번한 손 위생. 또한 학교는 학교 전체에 표지판을 게시하고
학교 공동체와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공유해야합니다. 간판을 사용하여
개인에게 다음을 상기 시키십시오.

1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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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아프면 집에 있어야합니다.
• 할 수 없을 때 코와 입을 적당한 얼굴 가리개로 덮으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더 엄격한 정책에 따라
학교에 의해 구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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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E를 올바르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십시오.• 사회적 혼란 지시를 준수하십시오.
• COVID-19의 증상 또는 노출을보고하십시오.
• 손 위생, 청소 및 소독 지침을 따르십시오.
• 호흡기 위생 및 기침 에티켓을 따르십시오.

건강한 위생 관행을 가르치는 것은 비디오,
공지 사항, 포스터 또는 표지판. 학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지판을 게시해야합니다
같은 :

• 입구
• 화장실
• 식당 또는 기타 식당
• 교실
• 관리 사무소
• 강당
• 청소 직원 구역

CDC는 COVID-19의 확산 을 줄이기 위한 샘플 발표를 제공합니다 .
비디오 COVID-19의 확산을 방지 행동, 인쇄 및 디지털에 한
NYSDOH와 함께 CDC의 통신 자원 메인 페이지에있는 자원
COVID-19 간판 .

손 위생

학생과 교직원은 COVID-
19. 학교 / 교사는 수업 일 일정에 따라 수강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합니다.
위생. 손 위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전통적인 손 씻기 (비누와 따뜻한 물로 비누 칠
바람직한 방법 인 최소 20 초);

• 비누와 알코올을 사용할 때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 (60 % 알코올 이상) 사용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손이 눈에 띄게 더럽지 않습니다 . NYSED의 메모 :
손세탁 권장 사항 및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사용
학교 는 알코올 기반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합니다
손 소독제;

• 공동 구역 (예 : 출입구, 식당)에 손 소독제를 제공합니다.
높은 터치 표면 근처에 있고 가능하면 터치없는 디스펜서를 사용하십시오.

• 눈에 띄게 더러워진 손을 나타내는 손 소독제 근처에 간판을 설치해야합니다.
비누와 물로 씻어야합니다. 과

• 일부 학생 또는 교직원은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상의 이유로 비누로 손을 씻는 것이 허용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물.

이전 NYSED 메모에서 언급했듯이 손 소독제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으며 가연성입니다.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디스펜서는 객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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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NYS 2020 섹션 5705.5에 따라 수량이 한정된 복도.

손을 씻는 시간과 방법에 한 CDC 지침은 언제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손 씻기, 손을 올바르게 씻는 방법 및 알코올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기초 손 소독제.

학교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비누와 물을 포함한 손 씻기를위한 적절한 시설과 용품;
• 가능한 경우 종이 타월 또는 접촉이없는 종이 타월 디스펜서 (핸드 드라이어)
세균을 에어로졸화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노터치 / 풋 페달 휴지통;
• 알코올 또는 소독제 손이 60 % 이상인 알코올 기반 손 소독제
와이프;

• 손을 자주 씻을 수있는 일정; 과
• 식사 전, 쉬는 시간 또는 신체 후 적절한 손 씻기 촉진

PPE 제거 전후의 교육 및 기타 적절한시기.

Herricks 중학교 및 Herricks 고등학교에서 휴 용 싱크  사용 가능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public-service-announcement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public-service-announcement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video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index.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index.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4/13067_coronavirus_protectyourself_poster_0420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handwashing-recommendations-alcohol-based-hand-sanitizer-use-in-school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handwashing-recommendations-alcohol-based-hand-sanitizer-use-in-school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handwashing-recommendations-alcohol-based-hand-sanitizer-use-in-school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handwashing-recommendations-alcohol-based-hand-sanitizer-use-in-school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handwashing-recommendations-alcohol-based-hand-sanitizer-use-in-schools.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handwashing/when-how-handwash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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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와 물에 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구는 학생과 교직원을 추천합니다다음과 같이 손을 씻어야합니다.
• 건물과 각 교실에 입장 할 때;
• 공유 객체 또는 표면을 사용한 후 (예 : 전자 장치, 뮤지컬
도구, 필기구, 도구, 장난감, 책상 또는 탁상용);

• 간식과 점심 전후;
• 화장실 사용 후;
• 화장실을 가지고 학생을 돕고;
• 재채기, 코를 닦거나 코를 불거나 손에 기침 한 후;
• 야외에서 들어올 때; 과
• 손에 눈에 띄게 더러워진 경우.

호흡기 위생

호흡기 위생을위한 과정과 절차는 재 개방 계획에 포함되어야합니다.

COVID-19 바이러스는
기침과 재채기. 따라서 학생과 교직원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조직이있는 입이나 코
적절하게.

티슈 공급 및 터치 / 플로어 페달 휴지통 없음
가능할 때. 티슈가없는 경우 팔꿈치 안쪽 (또는 셔츠 소매)을 사용하십시오.
손이나 입보다 코나 입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손을 수행
재채기, 기침 및 더러운 조직 또는 기타 오염 물질 취급 후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라고도하는 사회적 거리는 6 피트 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 학교는 사회를 개발, 구현 및 시행 할 것입니다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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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수단을 포함한 모든 학교 시설과 학교 구내에서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그룹 / 코호트를 가짐으로써 학생 그룹이 가능한 한 정적인지 확인
학생들은 가능할 때마다 함께 있습니다.

• 교육 구는 각 교실에있을 수있는 학생 수를 결정했습니다.
6 피트 사회적 거리 유지.

• 건물 관리국은 도착 및 / 또는 해산 시간을 비틀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버스뿐만 아니라 교실에서의 사회적 거리.

• 학교는 다른 출입구 사용을 고려할 때 모든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사용 후 모든 출입구를 모니터링하고 잠그십시오.

• 건물 관리국은 걷는 학생의 도착 일정 변경을 검토합니다
또는 다른 가능성으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학교에서 퇴학하거나;

• 건물 관리국은 학생 중퇴 및 픽업을위한 지정된 구역을 설정합니다.
부모 / 보호자의 접촉을 제한하고 건물에 출입하는 것
가능한 한.

• 학교는 가능한 한 학교 내에서 학생을 유지함으로써 학교 내 운동을 줄입니다.
정의 된 영역 또는 교실 및 이들을 사용하여 수업 일정 또는 수업 전환 수정
추천 :

o K-5 학생들은 매일 같은 선생님과 함께 있습니다.
o 특별 지역 교사 (예 : 음악, 예술, 체육)는 개인에게 갈 것입니다
교실, 모든 학생들을 공유 공간을 통해 회전시키는 것
각각의 새로운 사용으로 청소. 가능하면 체육과 음악
수업은 외부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은 널리 퍼질 것입니다.

o 화장실 사용을 엇갈리게하여 필요할 때 다른 시간에 사용할 수있게하십시오.
직원들이 욕실을 모니터링하여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청결하며,
학생들은 사용 후 손을 씻고 있습니다.

o 책상 (교사 포함)은 각각을 향하지 않고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바이러스 함유 액 적에 의한 전파를 줄이기 위해 다른 것
말하기, 기침, 재채기);

o 통풍을 개선하기 위해 Windows가 열립니다. 있는 경우 창을 열지 마십시오
건강 또는 안전 위험 (예 : 알레르기 또는 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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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학생 소지품을 분리하십시오. 공유 소모품 사용을 한 그룹으로 제한
학생들, 학생들의 집단에 의한 사용 사이의 청결;

• 시각 자료 (예 : 화가 테이프, 스티커, 포스터, 콘 등)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지원하기위한 교통 흐름 및 적절한 간격;

• 초등학생은 날씨가 좋으면 교실에서 또는 밖에서 간식과 점심을 먹습니다.
허용합니다.

•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이 모이는 교실 및 기타 장소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예 : 사물함, 큐비, 출입구, 복도) 개인이 사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리가 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사물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5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책상에 자신의 물품을 보관해야합니다.

• 작은 공간 (예 : 엘리베이터, 교직원)에서 한 명 이상의 모임을 제한하십시오
해당 공간의 모든 개인이 수용 가능한 얼굴을 착용하지 않는 한 한 번에 개인
덮개;

• 모든 방향에서 12 피트 거리는 개인간에 유지됩니다.

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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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하려면 음성 (예 : 노래) 또는 에어로빅 활동을 투사해야합니다.
• 학생 회의, 운동 행사 / 연습, 공연, 학교 전체 부모가 없음
회의, 온라인 모임으로의 전환.

• 현장 여행을 가상 기회로 전환.
• 학교 건물에 필수 방문객을 제한하십시오. 부모와 온라인 회의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가능할 때 다른 사람.

개인 보호 장비 (PPE)

지구는 검토 한 OSHA의 COVID-19지도 방법에 한 정보를 관련을
노출 위험에 따라 직원을 잠재적 인 노출로부터 보호
그들의 노출 관리 계획 . OSHA 지침은 PPE가 필요할 때도 명시합니다
OSHA 표준에 따라 직원이

CDC는 학교 기반 보건 요원이 의료 시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COVID19 전염병 동안 운영 관리 지침 2020 년 6 월 29 일 업데이트
감염 관리 프로토콜의 일부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경우 :

• 면허가있는 의료 전문가는 항상 표준 예방 조치를 사용해야합니다.
• 의심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전송 기반 예방 조치 가 사용됩니다

COVID-19를 갖는 것;
• 학교는 학교 보건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PPE 공급을 보장합니다.
아픈 학생과 교직원을 평가하고 돌보는 전문가;

• 이러한 PPE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안면 마스크 (일회용 수술 마스크)
• 눈 보호 또는 안면 보호
• 장갑
• 일회용 가운

최적의 보호를 위해, 착용시 안면 보호 는 안면 마스크와 함께 사용해야합니다.
• 턱 아래로 앞으로 쭉 뻗으십시오.
• 옆으로 귀에;
• 이마와 실드 헤드 피스 사이에 노출 된 간격이 없어야합니다.
• 실드 당 한 사람 만 착용하십시오.
• 사용 중에 청소하십시오. 과
• 착용자는 방패를 제거한 후 착용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합니다.
의 위에.

에어로졸 생성 절차

간호사가 관리하는 호흡기 치료는 일반적으로 에어로졸을 유발합니다.
호흡기 분비물. 이러한 에어로졸 발생 절차 (AGP)는 잠재적으로
병원체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인 및 기타 사람들
감염. CDC는 AGP를 관리 할 때 PPE 사용을 권장합니다. PPE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 장갑;
• N95 또는 수술 용 안면 마스크 ;
• N95 신 얼굴 보호막이있는 수술 용 마스크;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osha.gov/Publications/OSHA399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schoolhealthny.com/site/default.aspx%3FPageType%3D3%26ModuleInstanceID%3D195%26ViewID%3D7b97f7ed-8e5e-4120-848f-a8b4987d588f%26RenderLoc%3D0%26FlexDataID%3D331%26PageID%3D13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guidance-hcf.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guidance-hcf.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basics/transmission-based-precaution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using-p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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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보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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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PPE를 사용해야합니다.
• 흡입;
• 분무기 치료 관리; 또는
• 호흡기 질환이있는 학생들과 함께 피크 유량계 사용.

분 무식 약물 치료 및 구강 또는 기관 절제술과 같은 치료
흡입은 간호 요원과 다른 방과 분리 된 방에서 수행해야합니다.
적절한 PPE를 착용하십시오. 분무기 치료의 경우, 발달 상 적절한 경우
분무기 치료가 끝나면 간호사가 방을 나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로 인해
제한된 데이터 가용성, 분무기에서 에어로졸이 생성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치료는 잠재적으로 전염성이 있습니다. 실내 청소는 사용 사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장비를 청소해야합니다.
사용 후 . CDC 호흡기 그 COVID 19 유행성 동안에 권장
스페이서 또는 밸브 홀딩이있는 계량 식 흡입기 (MDI)를 사용하는 약물
챔버는 가능할 때마다 분무기 처리에 사용됩니다. 제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MDI (스페이서 또는 밸브 홀딩 챔버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은
에어로졸 발생 절차. 학교에서 분무기 치료를 위해 예약해야합니다
MDI를 사용할 수없는 어린이 (스페이서 또는 밸브 홀딩 챔버가 있거나없는).
학교 환경을 포함하여 피크 유량계를 사용하면 강력한 호기가 포함됩니다.
제한된 가용 데이터에 근거하여, 강력한 호기는 에어로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위험 증가와 관련된 절차 생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 코로나 19. 그러나 천식 환자의 경우 피크 흐름을 사용합니다.

천 얼굴 덮음

옷감 덮개는 착용자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한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없습니다. 천으로 덮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 용 마스크, 인공 호흡기 또는 기타 의료용 개인 보호 장비. 모두
학교 시설과 학교 운동장에있는 개인은
다른 사람이 예기치 않게 사회적 거리를 둘 수없는 경우 얼굴 가리개. 모든 학생들
직원들은 반드시 천으로 덮는 덮개를 착용해야합니다.

•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6 피트 이내에있을 때마다;
• 복도에서;
• 화장실에서; 과
• 다른 경우에는 버스를 포함한 집합 설정입니다.

학교는 직원들 (그리고 그들이 잊어 버린 경우에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얼굴을 제공 할 것
그들 자신의) 그리고 임원 당 교체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공급
주문 202.16. 학교는 직원이 자신의 수용 가능한 얼굴을 착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덮개를 제공하지만 자체 덮개를 제공하지 않아도됩니다. 직원
의료 적으로 얼굴을 견딜 수 없다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문서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얼굴 덮개는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착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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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같은 하루 종일 설정이므로 마스크 나누기 예약이 중요합니다. 페이스 커버링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schools-faq.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schools-faq.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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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 해서는 안됩니다 :• 2 세 미만의 어린이;
• 그러한 취재가 건강 또는 정신 건강을 해칠 수있는 학생

그러한 취재로 인해 도전, 산만 또는 방해가되는 경우
교육 서비스 및 교육;

• 호흡 곤란 또는 의식이없는 사람; 또는
• 천이 부적절하거나 천면을 제거 할 수없는 사람

도움없이 덮음.

학교는 학생, 학부모 / 보호자와 교직원, 계약자 및
공급 업체 :

• 안면 덮개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
• 얼굴 덮개를 씌우기 전과 후에 손을 씻으십시오.
• 일회용 얼굴 덮개를 버리는 올바른 방법
• 재사용 가능한 얼굴 덮개의 일상적인 청소의 중요성; 과
• 얼굴 덮개는 개인 용도로만 사용되며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학교가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도록 돕는 정보와 자료
얼굴 마스크 청소는 CDC 웹 페이지의 천 얼굴 덮개에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체 PP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입 주위)) 시각화 또는 시각화가 필요한 교육
입술 및 / 또는 입의 움직임 (예를 들어, 언어 요법). 이러한 체 피복재는
또한 볼 수있는 혜택이있는 특정 학생 (예 : 청각 장애)에게도 사용됩니다
더 많은 직원의 얼굴.

아픈 사람의 관리

질병 증상이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반드시 보건소로 보내야합니다. 그만큼
학교 간호사 (Registered Professional Nurse, RN)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천식 및 알레르기와 같은 만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을 가진 개인
위장 조건은 COVID-19와 동일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전염성이 있거나 공중 보건 위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학교 간호사가 없을 경우 학교는 학생이나 교직원을 격리시키고 해고합니다
COVID-19의 열이나 다른 증상이있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후속 조치를위한 만성 건강 상태. 학군은
학교 간호사와 협력하여 추가 직원이 필요한지 결정
다음과 같은 간호 이외의 작업을 지원하십시오.

• 학생 감독;
• 학부모 / 보호자에게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 과
• 간호 이외의 필요한 서류 작성 지원

선적 서류 비치.

학교에서 COVID-19 증상으로 학생이나 교직원이 병에 걸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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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교육법 § 906 을 준수 할 것 입니다.
공립학교는 전염성 또는 전염성 질병의 증상을보고합니다
공공 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에서 제외되고 금고로 즉시 집으로 보내집니다.
적절한 운반. 학교 보건 서비스 담당 이사는 즉시
공중 보건법에 따라보고되는 모든 질병의 지역 보건소. 그만큼
학교 보건 서비스 담당 이사, 또는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기타 보건 전문가 또는
그러한 이사의 추천은 교사 및 다른 학교에 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학교 건물 및 건물은 재량에 따라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다.

교직원은 학생이나 교직원의 병을 즉시 학교 간호사에게보고해야합니다.
학교 응 팀장. 이러한 보고서는 FERPA를 준수하여 작성해야합니다.
교육법 2-d. 간호사가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을 평가하기로 선택한 경우,
이것은 또한 학생의 기밀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만일 거기에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diy-cloth-face-covering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schoolhealth/schoolhealthservices/Article19Sec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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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간호사를 기다리는 몇 명의 학생, 학생들을위한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6 피트 이상 기다리십시오. 각 학교에는 학교 보건 요원을위한 2 개의 방이 있습니다.
부상을 입었거나 약물 치료 또는 간호 치료가 필요한 건강한 학생들을위한 공간,
그리고 아픈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평가하고 돌보는 또 다른 방. 두 방 모두
성인을 감독하고 화장실에 쉽게 접근 할 수 있어야합니다.
손 위생 용품. 학교 간호사 및 기타 학교 보건 전문가가
병에 걸린 학생과 교직원을 돌보는 것은 전염 기반 예방 조치를 따라야합니다
적절한 PPE 사용을 포함합니다 (PPE 섹션 참조).

COVID-19를 가지고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은
부모 / 보호자는 다른 방과 분리 된 방이나 장소에서 격리되어야합니다.
적절한 PPE를 활용 한 성인 선물 감독. 의심되는 여러 학생
COVID-19가 6 피트 이상 분리 될 수있는 경우이 격리실에있을 수 있습니다.

CDC 및 NYSDOH는 다음을 권장합니다.

• 아픈 사람이 사용한 지역을 폐쇄하고 이후까지이 지역을 사용하지 않는 것
발생한 청소 및 소독;

• 외부 문과 창문을 열어 해당 지역의 공기 순환을 증가시킵니다.
• 청소 및 소독 전에 24 시간 이상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경우 24
시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오래 기다리십시오.

• 의심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영역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사무실, 교실과 같은 COVID-19가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욕실 및 공용 공간.

• 해당 구역을 적절히 청소하고 소독 한 후에는
사용하기 위해 다시 열 수 있습니다.

• 사람과 가까이 또는 근접한 접촉이없는 개인

COVID-19가 의심되는 또는
청소 후 즉시 지역 및 학교 활동을 재개
그리고 소독.

2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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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 직원에 한 DOH의 임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가까운 근접”접촉에 한 정보는 감염 또는 노출”을 참조하십시오. 7 개 이상인 경우
COVID-19를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확인 된 사람이 경과 한 날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세척 및 소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적인 세척 및
소독은 계속되어야합니다.

별도의 방을 이용할 수없는 경우, 아픈 학생들과 최소한 6 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다른 사람. 다른 방과 분리 할 수없는 경우 권장합니다
환자가 얼굴 마스크 (예 : 천 또는 수술 용 마스크)를 학생에게 제공 할 수있는 경우
착용을 견딜 수 있고 호흡 곤란이 없으며, 가능한 예방
집으로 운송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그것을 추천합니다
그:

• 학생들은 격리 구역에서 부모 / 보호자에게 호위해야합니다.

• 부모 나 보호자는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화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클리닉 또는 긴급 치료 센터를 추적하기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있어야합니다.

• 증상이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 은 귀하가 아플 때 CDC의 홈스테이를 따릅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현지 부서에서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지침
건강.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문제와 같은 비상 경고 표시가있는 경우
호흡, 지속적인 통증 또는 가슴 압박, 새로운 혼란, 깨울 수 없음,
푸르스름한 입술이나 얼굴 인 경우 911에 전화하여 작업자에게 COVID-
19;

• 교직원은 다음의 다중 시스템 염증성 증후군 의 증상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
심각한 상태 인 COVID-19와 관련된 어린이 (MIS-C)
어린이와 청소년의 COVID-19. 학교는 학부모 / 보호자에게
자녀는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자녀가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basics/transmission-based-precaution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basics/transmission-based-precaution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doh_covid19_publicprivateemployeereturntowork_0531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doh_covid19_publicprivateemployeereturntowork_0531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flu/business/stay-home-when-sick.ht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flu/business/stay-home-when-sick.htm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children/mis-c.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children/mis-c.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children/mis-c.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doh_covid19_publicprivateemployeereturntowork_0531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children/mis-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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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후속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발열
• 복통
• 구토
• 설사
• 목 통증
• 발진
• 충혈 된 눈
• 여분의 피곤함
• 학교는 학군에 따라 응급 수송 (911)을 요청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상 경고 표시를 보이는 학생에 한 정책
MIS-C 또는 기타 호흡 곤란 징후 관련

• 사라지지 않는 가슴의 통증이나 압박
• 새로운 혼란
• 깨어 있거나 깨어있을 수 없음
• 푸른 입술 또는 얼굴
• 심한 복통

2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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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또는 교직원이 COVID-19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보고 한 경우,

학교 행정관 또는 그 피지명인은 지역 보건에 알려야합니다
학교 공동체에 필요한 단계를 결정하는 부서.

질병 후 학교로 돌아 가기

학교는 학생이나 교직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CDC 지침을 따라야합니다
COVID-19의 증상이 나타난 후 학교에. 사람이 진단을받지 않은 경우
의료 제공자 (의사, 간호사, 또는 의사 보조)
COVID-19 그들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 열이 감소하지 않으면 3 일 동안 열이 없으면

약은 24 시간 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 다른 상태로 진단되었고 건강 관리가있는 경우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제공자의 서면 메모.

검사를 기반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COVID-19로 진단 한 사람 또는
증상이 있거나 COVID-19 검사를받지 않았지만 증상이있는 경우
학교에 있지 않으며 다음 시간까지 집에 있어야합니다.

• 개인이 처음 증상을 보인 지 10 일 이상이 지났습니다.

• 개인이 열이 난 후 최소 3 일이 지났습니다.

열 감소 약을 사용하는 것); 과

• 개인의 증상이 호전 된 지 최소 3 일이 지났습니다.

기침과 호흡 곤란을 포함하여.

CDC는 집 격리에있는 개인을위한 특정 지침을 제공합니다
격리가 언제 종료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 다음을 가진 사람의 격리 중단
COVID-19 건강 관리 설정에 없음 .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의 격리 중단에 한 CDC 권장 사항
COVID-19는 경우에 따라 권장 사항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COVID-19에 노출 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에 한 검역 중단시기
CDC는 노출 후 소요될 수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노출 후 14 일의 격리를 권장합니다.
감염되면 질병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가능성으로 인해 격리 된 사람보다 먼저 격리 상태로 두십시오.
감염된.

COVID-19 테스트

Herricks 학군은 CDC 지침을 준수하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COVID-19 테스트 또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테스트 또는 항체 테스트 필요
회원. 시험을 수행해야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disposition-in-home-patient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disposition-in-home-pati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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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지역 보건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CDC 중간
SARS-CoV-2 테스트를위한 K-12 학교 관리자를위한 고려 사항.

연락 추적

맛있는 녀석들 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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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추적은 지역 공중 보건에 의해 수행되는 공중 보건 기능입니다
확인 된 COVID- 사례와 접촉 한 모든 사람을 추적하는 부서
19. 이것은 공중 보건 공무원이 격리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있게한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제한하십시오. 학교는 주 및 지역 보건과 협력해야합니다
부서 연락처 추적.

학교는 공중 보건 부서가 연락을 한 사람을 아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학교에서 확인 된 사례를 통해 :
• 학생과 교직원의 정확한 출석 기록을 유지합니다.
• 학생 일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학교에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모든 방문자의 기록을 유지
방문;

• 방문객, 교직원 및 강의실 / 사무실에 들어가는 학생의 기록 보관
우주; 과

• 지역 보건 부서가 학교 내 개인의 모든 연락처를 추적 할 수 있도록 지원
뉴욕 주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토콜, 교육 및 도구에 따라
추적 프로그램에 문의하십시오 . 학교에 교직원이 있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 추적 프로그램을 수행하십시오. 지역 보건에 관한 질문
학과.

Herricks 학군은 연방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계속 기밀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법과 규정. 교직원은 누구를 결정해야합니까
현지의지도와 지시없이 연락을 취하여 학교에서 제외
건강 부서.

학교 폐쇄

Herricks 학군은 지역 Nassau 카운티 보건소와 협력 할 것입니다
매개 변수, 조건 또는 메트릭을 결정하는 부서 (예 : 증가
조기 경고 역할을하는 결석 또는 학교 공동체의 질병 증가
긍정적 인 COVID-19 사례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교육구 교육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단기 학교 폐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석률은 학교의 안전한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
교육감 또는 그 리인은 의료 책임자 및 / 또는 지역의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Nassau 카운티 보건부.

청소 및 소독

학교 전체 청소에는 교실, 화장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놀이터,
그리고 버스.
• 비누와 물로 일상적으로 청소하면 바이러스의 양이 줄어 듭니다.
노출 위험을 줄이는 표면과 물체;

• 미국 환경 보호국 (EPA)에서 승인 한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
에 한 COVID-19.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을
EPA 및 NYS 환경 보 전국 (DEC). 빈번한
여러 사람이 접촉 한 표면과 물체를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맛있는 녀석들 2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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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new-york-state-contact-tracin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new-york-state-contact-tr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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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dec.ny.gov/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coronavirus.health.ny.gov/new-york-state-contact-tracin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list-n-disinfectants-use-against-sars-cov-2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dec.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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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 승인 소독제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 체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 물 1 갤런 또는 70 % 알코올 용액에 표백제 1/3 컵 첨가). 혼합하지 마십시오
표백제 또는 기타 세척 및 소독 제품. 이것은 연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흡하는 것이 매우 위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독제를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어린이;

• 학교는 각 시설과 지역에 한 청소 및 소독 빈도를 식별해야합니다
유형; 과

• 학교는 청소 날짜, 시간 및 청소 범위를 포함하는 로그를 유지해야합니다.
시설 또는 지역의 소독.

청소 계획에는 관리 직원 및 기타의 안전에 관한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청소 또는 소독을 수행하는 사람들. 지역을 소독하기 위해
종종 직원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높은 터치 표면은 하루 종일 자주 청소하고 소독해야합니다.
높은 터치 표면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테이블;
• 손잡이.
• 전등 스위치;
• 조리 ;
• 손잡이;
• 책상;
• 전화;
• 키보드 및 태블릿;
• 화장실과 화장실; 과
• 수도꼭지 및 싱크 .

소독제를 사용하는 동안 학생이 참석하지 않아야하며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청소 및 / 또는 소독 활동.

추가 권장 사항 :
• 난방 / 에어컨 시스템 필터의 청소 및 / 또는 교체 일정을 정하십시오.
• 창문을 안전하게 열 수 있고 야외에서 수업을하는 경우
기류를 증가시키는 전략;

• 전자 제품의 세척 및 소독에 한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랩톱, iPad 또는 Chromebook, 키보드 및 컴퓨터 마우스 등과 같은 장치,
사용 사이. 전자 제품에 닦을 수있는 덮개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제조사의 경우
안내를받을 수없는 경우, 알코올 성분의 와이프 또는 스프레이를
풀링을 피하기 위해 건조한 표면에 해 CDC 지침에 따라 70 % 알코올
액체;

학교 보건소 청소
학교 보건소 청소는 다음을 사용할 때마다 이루어져야합니다.

● 간이 침 ;
● 욕실; 과
● 건강 사무 기기 (예 : 혈압 커프, 검 이경, 청진기,
등)은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청소해야합니다.

2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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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일회용품을 사용해야합니다.

● 일회용 베개 프로텍터; 또는
● 일회용 온도계 또는 일회용 온도계 칼집 또는 프로브
일회용 이경 검경.

건강 물질 및 검사
COVID-19 전염병과 그것이 의료 제공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방부 는 COVID-19에 비추어 메모 건강 검진을 발표했다
유행 은 학생이 지연 될 때 학교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건강 신체 검사 및
필수 건강 검진 양식 필수 NYS 학교 건강 검진 양식 .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epa.gov/pesticide-registration/list-n-disinfectants-use-against-sars-cov-2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nysed-covid-19-school-health-examinations-5-21-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nysed-covid-19-school-health-examinations-5-21-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nysed-covid-19-school-health-examinations-5-21-20.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www.p12.nysed.gov/sss/documents/health-exam-for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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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내용 :
• 학교는 다음과 상관없이 건강 검진을 계속 받아야합니다.

2021 년 1 월 31 일 이전에 수행 된 시험을 위해 작성되는 양식;
• 학부모 / 보호자에게는 추가 시간을 제공하여

학교에 건강 검진을 마쳤습니다.
• 학생 운동 선수는 2020 년 가을 스포츠 시즌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건강 검진을받지 않습니다.
• 학교에 한 건강 검진은 2021 년 2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NYS 필수 건강 검진 양식 또는 전자 양식 작성
건강 기록 등가 양식. 이 지시문은
가을에 COVID-19 전염병 상태; 과

• 2020-2021 년 학교에서는 청각, 시력 및 측만증 검진이 면제됩니다.
그러한 심사가 다르게 간주되지 않는 한, COVID-19 위기로 인한 해
커미셔너 규정 섹션 수정에 따라 필요
136.3 (e).

건강 및 안전 추가 프로토콜 :
• 부모 / 보호자는 자녀의 온도가 기온보다 높을 경우 집에 머물러있게합니다
열이 감소 된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지난 14 일 동안 언제라도 100.0 ° F
관리하고 학생은 더 이상 열이 없습니다. (DOH 권장 지침).

• 화살표가있는 테이프 또는 표지판을 사용하여 양방향 발 통행을 줄이고 포스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역 및 지역에서 6 피트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판 / 거리 마커
선이 형성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 (예 : 야외 공간, 교실, 식당,
건강 검진 소).

• 건물 관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건물 위치에서 학생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교사 /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받습니다.
• 직원들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받습니다.
• 음식 및 음료 (예 : 뷔페 스타일 식사, 간식)의 공유를 금지합니다.
개인은 같은 세 의 구성원입니다.

맛있는 녀석들 3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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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정

학교는 유연한 예약 모델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재구성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활용하고 동기식 제공
및 / 또는 비동기 명령.

특정 학생이 직접 면 교육을 위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지 모델은 고려해야합니다.
또는 교육 또는 기타 요구 (예 : 초기 성적,
장애, 영어 학습자),이를 균형, 공평, 능력, 사회적
분산, PPE, 타당성 및 학습 고려 사항.

면지도를 극 화하기 위해 학교 / 지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합니다.
학교 시설과 학교 부지에서 밀도와 회중을 줄이기 위해 구현
가능한 경우 :

● 일정이 엇갈리고 수업 시간이 길어 혼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도, 보도 및 건물; 그리고 / 또는

● 수업 일정의 디자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거리 지침을 수용하도록 변경
코호트 (예 : 체 수업 일정, 어린이를위한 풀 타임 직접 학습)
고등학생을위한 시간제 원격 학습).

학교는 Herricks 학군이 학교 초반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20-2021 학년도는 초등학교에서 직접 면하는 모델이며 하이브리드 A / B
6 학년에서 12 학년을위한 2 차 레벨의 회전 모델.

초등학교 모델 : 5 학년에서 5 학년까지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 은 직접 학교 에 다닐 것입니다
(일 일) 점심과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종일. 매일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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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Meet 또는 Infinite Campus를 통해

간헐적이든 전체적인 학교 폐쇄의 경우 초등학교는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원격 학습으로 전환. 일일 일정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매일
출석은 Google Meet 또는 Infinite Campu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수업은 혼합 될 것입니다
특수 영역을 포함하여 교실 교사와의 동기 및 비동기 기회
클래스.

학군은 직접 서비스를 가장 젊고 높은 요구에 우선 순위로 생각합니다
재학생. 재 개방 계획에는 모든 K-5 학생을 매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물. 모든 IEP 필수 서비스 및 지원은 직접 제공됩니다. 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 한으로 유지하십시오.
높은 지원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포드"로 직접 예약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경우 푸시 인 서비스가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 학생들은 계속해서“창”내에서 더 작은 그룹으로 끌려 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 규모가 줄어 듭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델 : 중등 학교는 A / B Four-
Day 하이브리드 회전 (Blue A, Blue B, Silver A 및 Silver B).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교, 각 건물의 학생 인구는 알파벳 순으로 2 개로 나누어집니다.

3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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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질 집단 (A와 B)은 형제가 같은 집단에 속하고 같은 날에보고 할 수 있도록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또는 집에서 원격으로 하루를 번갈아 가며 따라갈 것입니다
9주기 종 스케줄. 이 모델에서 학생들은 적어도 두 번 이상 학교에 직접보고합니다.
주.

학군은 직접 서비스를 가장 젊고 높은 요구에 우선 순위로 생각합니다
재학생. 중등 수준에서는 일반 교육 학생들이 교 로 직접 참석합니다.
며칠 동안의 모든 ENL 학생들, 특별 수업 학생 및 광범위한 특별 학생
수많은 통합 공동 교육 프로그램 수업을받는 사람들과 같은 교육 지원
일일 면 서비스 및 교육을받습니다. 관련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
매일 개인 수업에 참석하는 사람들과 개인 수업의 조합을 위해 직접 제공
다른 날에 직접 참석하는 학생들을 위해 원격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있을 때 기술을 사용하여 면 학습이 혼합 될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 지도록합니다 (예 : 교사가
학생들은 플립 그리드를 통해 협업하거나 Google 클래스 룸을 통해 활동에 참여합니다.

로테이션 중에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날에는
같은 종 일정. 학습은 크게 비동기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작업은
프로젝트 및 선택과 함께 테스트 또는 뒤집힌 비디오 레슨과 같이 독립적으로 완료
보드를 포함하지만 동기식 (예 : 학교 코호트의 라이브 스트림, 소규모 그룹 라이브)
Google 회의 등을 통한 디지털 소규모 회의실 또는 교사 회의를 통해 학습)

간헐적이든 전체적인 학교 폐쇄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잘린 벨 스케줄에서 완전 원격 학습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6 학년의 모든 학생들
12 명이 원격으로 참석합니다. 기간은 라이브 ( 면) 교육과
비동기 명령. 매일 출석은 Google Meet 또는 Infinit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정.

이 지구는 건물 내 밀도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에서
초급 수준에서 각 학년의 섹션 수는 수업 규모를 줄이고
책상 사이에 6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2 차 수준에서이 지구의 하이브리드 모델은
학생 수의 절반만으로 학교 건물 내 밀도를 줄입니다.
주어진 날에 참석하십시오.

모든 수준의 K-12에서 교장은 도착 및 해고 시간을 엇갈리게하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전체의 출입구 수.

학교 일정은 관리자가 건물 수준에서 가족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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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모든 일정은 계획에 따라 변경되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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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초등학교 : 모든 초등학생이 매일 학교에 직접보고

한 클래스의 샘플 일정 (언어 몰입 제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 : 40-9 : 00 비틀 거리는 학생 도착

9 : 00-10 : 00 ELA

10 : 00-10 : 30 손세탁 / 스트레치 / 이동 브레이크 포함 스낵

10:30 -11 : 00 가능한 활동 : 독립 독서; 소그룹 활동; 북 클럽; 동료
회의; 학생-교사 컨퍼런스

11:00-11:40 체육 도서관 음악 컴퓨터 미술

11 : 45-12 : 45 점심 / 휴식

12 : 45-1 : 45 수학

1 : 45-2 : 15 SS 과학 SS 과학 과학 / SS

2 : 15-2 : 45 교실 SEL 활동 가능 (예 : 반응 형 교실)

2 : 45-3 : 05 비틀 거리는 해고

*이 샘플은 가능한 초등학교 수업 일정을 설명하기위한 것입니다. 대표하지 않습니다

모든 수업. 기본 일정은 각 건물에서 생성 된 마스터 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교사와 학년. 초등학교 수업은 매일 최소 1 시간의 ELA, 1 시간의

매일 수학, 매일 ½ 시간의 과학 또는 사회 과목, 매일 40 분의 특별 수업 및 1 회
매일 점심 시간 (휴식 포함). 교사는 일정을 학생 및 가족과 공유합니다.

학교가 줄어든 학교 운동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학교는
“창”(학생 집단)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 된 영역 또는 교실. 그러나 학생들

장애가있는 학생들은 장애가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IEP와 일치합니다. 직접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는 건강을 보장 할 것입니다

안전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장애 학생이 불필요하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장애가없는 동료.

특별 지역 수업 교사는 교실로 이동합니다. 학생들은 야외에서 체육 및 / 또는 음악에 참석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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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년 레벨 언어 이머전 클래스의 샘플 일정

홈룸 A * 홈룸 B *

8 : 40-9 : 00 비틀 거리는 학생 도착 비틀 거리는 학생 도착

9 : 00-10 : 00 영어 문해력 스페인어 문해력
콘텐츠 수학 / 과학

10 : 00-10 : 30 손을 포함한 간식
세탁 / 스트레치 / 이동 브레이크

손을 포함한 간식
세탁 / 스트레치 / 이동 브레이크

10:30 -11 : 00 가능한 활동 : 독립 독서;
소그룹 활동; 북 클럽; 동료

회의; 학생-교사 컨퍼런스

가능한 활동 : 독립 독서;
소그룹 활동; 북 클럽; 동료

회의; 학생-교사 컨퍼런스

11:00-11:40 특별 영역 클래스 :
PE, 도서관, 음악, 컴퓨터 또는 예술

특별 영역 클래스 :
PE, 도서관, 음악, 컴퓨터 또는 예술

11 : 45-12 : 45 점심 / 휴식 점심 / 휴식

12 : 45-1 : 45 스페인어 문해력
콘텐츠 수학 / 과학

영어 문해력

1 : 45-2 : 15 사회 / 역사 사회 / 역사

2 : 15-2 : 45 가능한 활동 : 독립 독서;
소그룹 활동; 북 클럽; 동료

회의; 학생-교사 회의;
교실 SEL 활동 (예 : 반응 형)

교실)

가능한 활동 : 독립 독서;
소그룹 활동; 북 클럽; 동료

회의; 학생-교사 회의;
교실 SEL 활동 (예 : 반응 형)

교실)

2 : 45-3 : 05 비틀 거리는 해고 비틀 거리는 해고

언어 몰입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매일 자신의 집에보고합니다. 보존

프로그램의 무결성, 학생들은 영어 능력과 스페인어에 모두 노출됩니다

매일 수학 / 과학. 언어 몰입 교사는 정오에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은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수업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작은 집단이있을 것입니다

6 일에 한 번씩 홈룸에서 퇴출 될 예정인 (2-3 학년 및 4-5 학년)
언어 강화 / 문화 활동에 하루 종일 참여하십시오.

이 샘플은 가능한 기초 언어 집중 수업 일정을 설명하기위한 것입니다. 아니다
모든 언어 몰입 수업의 대표. 초등학교 일정은 마스터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교사 및 학년별로 각 건물에서 생성 된 일정. 교사는 일정을 공유합니다

학생들과 가족들과 함께.

특별 지역 수업 교사는 교실로 이동합니다. 학생들은 야외에서 체육 및 / 또는 음악에 참석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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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학교 하이브리드 / 블렌딩 (일정)

1 일째 2 일째 3 일째 4 일째

6-12 학년 블루 A 블루 B 실버 A 실버 B

코호트 A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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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 원격 학습● 핵심 수업
● 블루 데이
스페셜

9 일 원격 학습● 핵심 수업
● 실버 데이
스페셜

코호트 B 학교 밖에서
원격 학습
● 핵심 수업
● 블루 데이
스페셜

학교에서
9 일

학교 밖에서
원격 학습
● 핵심 수업
● 실버 데이
스페셜

학교에서
9 일

참고
하이브리드 / 블렌드
배우기:

레귤러 벨
시간표

학년 6-12
● 매일 클래스 2 배당
주기

● ALT DAY CLASSES 1X PER

주기
● ALT에 대한 원격 학습
일

● 알파 분할

교육 직원
● 매일 가르치는 개인
● 같은 라이브 레슨을 가르치고
동일한 원격 수업 준비 :
○ 1 일과 2 일
○ 3 일과 4 일

● REMOTE DAY에는 작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룹, 테스트, 확장 활동,
기록 된 수업, 동기 및
학생들을위한 비동기식 경험

중등 학교는 A / B 4 일 하이브리드 회전 (Blue A, Blue B, Silver A 및
은 B).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 건물의 학생 인구는

알파벳순으로 두 개의 동질 집단 (A와 B)으로 분류되므로 형제는 같은 동질 집단에 속하며

같은 날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접 하루를 보내고 집에서 원격으로 하루를 번갈아 가며

9주기 종 스케줄을 따르십시오. 이 모델에서 학생들은 적어도 두 번 이상 학교에 직접보고합니다.
주.

교육 구는 가장 젊고 요구가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의 위에

중등 수준의 일반 교육 학생들은 교대 일과 모든 ENL에 직접 참석합니다.
학생, 특수 수업 학생 및 이와 같은 광범위한 특수 교육 지원 학생

수많은 통합 공동 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수강하며 매일 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수. 관련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는 매일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제공됩니다.
직접 수업에 참석하는 학생들을위한 개인 수업 및 대면 및 원격의 조합

다른 날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날에는 기술을 사용하여 대면 학습이 혼합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 지도록 수업

플립 그리드를 통해 공동 작업하거나 Google 클래스 룸을 통해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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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이션 중에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날에도 같은 내용을 따릅니다.
종 일정. 학습은 크게 비동기적일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완료 될 수있는 온라인 작업,
테스트 또는 뒤집힌 비디오 강의와 같은), 프로젝트 및 선택 보드와 함께 포함되지만

동기식 (즉, 학교 내 코호트의 실시간 스트림, 디지털 브레이크 아웃을 통한 소규모 소그룹 동료
Google Meet 등을 통한 회의실 또는 교사 회의) 학습.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취약 / 위험이 높은 그룹 (NYSED 안내 PGS. 30-31), 지역입니다

사회적 분담, 추가 PPE에 대한 추가 또는 대체 조항 제공 및 / 또는 제공

원격 교육. 학군은 학생 또는 학생으로 인한 모든 숙박 시설 요청을 검토합니다

가족이 의학적으로 취약하거나 COVID-19의 합병증으로 고위험군. 보장하기

의학적으로 취약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그룹의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교로 다시 전환하면 학군은 학교 보건 서비스 직원을 계획하고 조정합니다.
NYSED가 요구하는 특수 교육 담당자, 학생 담당자 서비스 및 행정.
지도. 학부모 / 보호자가 자녀를 학교에 다시 보내지 않기로 선택하면 학군은 준비됩니다

원격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된 교육 모델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과 접근이 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장애 학생, 영어 학습자 및
노숙자를 경험하는 학생들.

지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원격으로 전환 할 수있는 일정을 고안했습니다.
학교 폐쇄. 장애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평등과 접근은 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영어 학습자와 노숙자 경험이있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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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원격 (학교 폐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완전 원격 수업 을하는 동안 각 교사의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샘플에서 모든 초등학교 수업은 실제 수업과 혼합되어
일부 독립적 인 작업은 비동기 적으로 수행됩니다. 학생들은 매일 최소 1 시간의 ELA를하게됩니다.
매일 1 시간의 수학, 매일 ½ 시간의 과학 또는 사회, ½ 개의 소그룹
최소 주당 1x, 매일 40 분의 특별 수업.

교사는 매일 최소 1 시간 30 분의 근무 시간을 소집하며 소그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들과 함께 일하거나 일합니다.

완전 원격 모델에서 언어 집중 수업의 학생들은
"홈룸"매일.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은 둘 다에 노출됩니다
영어 능력과 스페인어 수학 / 과학 매일. 언어 몰입 교사
학생들에게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정오에 코호트를 전환합니다. 게다가,
작은 학생들 (2-3 학년과 4-5 학년)이 학생들을 뽑아 낼 것입니다.
하루 종일 언어에 참여하기 위해 6 일 주기로 "홈룸"
농축 / 문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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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초등학교 원격 학습 일정
언어 몰입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나타냅니다
실시간 교육 받기 (~ 3 시간)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있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실시간지도를 받다

샘플 초등학교 원격 학습 일정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공부할 시간을 나타냅니다

실시간 교육 받기 (~ 3 시간)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있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실시간지도를 받다

8 : 30-9 : 00 가능한 근무 시간 (없는 경우)
낮)

8 : 30-9 : 00 가능한 근무 시간 (없는 경우)
낮)

9 : 00-10 : 00 영어 문해력 또는 스페인어
콘텐츠 수학 / 과학을 통한 문해력

9 : 00-10 : 00 ELA

10 : 00-10 : 30 스트레치 / 이동 브레이크 / 스낵 10 : 00-10 : 30 스트레치 / 이동 브레이크 / 스낵

10 : 30-11 : 00 가능한 활동 : 독립적
독서; 소그룹 활동; 책
클럽; 동료 회의; 학생-
교사 회의; 교실 SEL
활동 (예 : 반응 형 교실)

10 : 30-11 : 00 학생들은 반드시 온라인 상태 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1/2 시간. 그들은 일 할지도 모른다
독립적으로 또는 10 분
예를 들어
교사 또는 가상의 동료
탈의실.
선생님은 작은 그룹을 당겨

11 : 00-11 : 40 예술, 음악, 컴퓨터, 도서관 및 체육 :
매주 40 분 온라인 수업 1 회.

11 : 00-11 : 40 예술, 음악, 컴퓨터, 도서관 및 체육 :
매주 40 분 온라인 수업 1 회.

11 : 35-12 : 35
점심 / 휴식

11 : 35-12 : 35
점심 / 휴식

12 : 45-1 : 45 영어 교육 또는 스페인어
콘텐츠 수학 / 과학을 통한 문해력

12 : 45-1 : 45 수학

1 : 45-2 : 15 사회 / 역사 1 : 45-2 : 15 사회 / 과학

2 : 15-2 : 45 가능한 활동 : 독립적
독서; 소그룹 활동; 책
클럽; 동료 회의; 학생-
교사 회의; 교실 SEL
활동 (예 : 반응 형 교실)

2 : 15-2 : 45 소규모 그룹 / 전체 클래스 SEL
활동 / 영업 시간
* 다양한 그룹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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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5-3 : 15 가능한 근무 시간 (없는 경우)
아침)

2 : 45-3 : 15 가능한 근무 시간 (없는 경우)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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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보조 완전 원격 학습 일정

간헐적이든 전체적인 학교 폐쇄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잘린 벨 스케줄에서 완전 원격 학습 으로 전환 . 6-12 학년 학생들은 모두 참석합니다
떨어져서. 마침표는 실시간 (face-to-face) 명령어와 비동기식 명령어로 번갈아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매일 교사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유연성"기간은
소그룹 작업, 근무 시간,지도 회의 및 학년별 회의에 참여하는 학생들
예를 들어, 교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출석은 Google Meet 또는 Infinite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정.

학생 : 11 학년 블루 홀수 블루 짝수 실버 홀수 은색

8 : 15-8 : 50 1 기
휴먼 시스템

1 기
휴먼 시스템

1 기
휴먼 시스템

1 기
휴먼 시스템

8 : 55-9 : 30 두 번째 기간
AP Eng Lang

두 번째 기간
AP Eng Lang

두 번째 기간
AP Eng Lang

두 번째 기간
AP Eng Lang

9 : 35-10 : 10 제 3 기
아 메르 역사

제 3 기
아 메르 역사

제 3 기
아 메르 역사

제 3 기
아 메르 역사

10 : 15-10 : 50 브레이크 / 플렉스 브레이크 / 플렉스 브레이크 / 플렉스 브레이크 / 플렉스

10 : 55-11 : 30 제 4 기
AP 물리학 1

제 4 기
AP 물리학 1

제 4 기
AP 물리학 1

제 4 기
AP 물리학 1

11 : 35-12 : 10 5 기
체육

5 기
체육

5 기
AP 물리 1 연구소

5 기
AP 물리 1 연구소

12 : 15-12 : 50 여섯 번째 기간
점심

여섯 번째 기간
점심

여섯 번째 기간
점심

여섯 번째 기간
점심

12 : 55-1 : 30 일곱 번째 기간
가상 엔트.

일곱 번째 기간
가상 엔트.

일곱 번째 기간
가상 엔트.

일곱 번째 기간
가상 엔트.

1 : 35-2 : 10 제 8 기
국제적인
사업

제 8 기
국제적인
사업

제 8 기
국제적인
사업

제 8 기
국제적인
사업

2 : 15-2 : 50 제 9 기
사전 계산

제 9 기
사전 계산

제 9 기
사전 계산

제 9 기
사전 계산

3 : 00-3 : 30 클럽 / 추가 도움
5:00 오후 5 시까 지 모든 과제

과제 마감 ELA
건강 / PE

수학
음악

과학
관련 예술

SS
세계 언어

4 일주기 : 매일 수업 (2 개의 라이브, 1 개의 독립) 1.5 수업 (3 개의 라이브, 1 개의 독립) 대체 수업 (1 개의 라이브,
1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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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과 만성적 금욕
(NYSED 지침 pg. 81)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방법을 사용하여
원격 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

필수 요구 사항 재개
• 학교는 매일 수집하고보고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 관계없이 교사 / 학생 참여 또는 출석.

출석 고려 사항
특정 하이브리드 모델이 모든 콘텐츠 교사에게
학생은 매일 수업에 등록합니다. 이는 특히 부서별 설정에서 적용됩니다.
학교는 각 담임 교사 또는 상담 교사를
출석 목적을위한 연락;

• 원격 모델에서 출석을 모니터링 할 때 유연성을 고려해야합니다. 부모의
일정, 기술 가용성 또는 기타 장벽으로 인해 학생들이
특정 시간에 교사와 연결;

• 하이브리드 면 / 원격 학습 모델의 원격 모드에서 지구는
필수 영어 단위로 학생의 최  출석 기록
새로운 언어 및 이중 언어 교육.

교육 구는 Google Meet 및 / 또는 Infinite Campus를 통해 매일 출석을 수집하고보고합니다.
설정에 관계없이 교육 구는 학생들을 위해 매일 연락 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출석 목적.

무한 캠퍼스는 학군의 학생 관리 시스템 (SMS)입니다. IC 혼합 학습
이 도구는 학군이 학교 일정을 유지하고, 학생을 배정하고, 성적을 유지하고,
직접 학습과 원격 학습 모두에 한 출석을보고합니다.

Herricks 학군은 매일 교사를 수집하고보고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학군 학생 정보 시스템, Infinite를 통한 학생 참여 또는 출석
교정. 출석 데이터는 학생 정보보고 시스템 또는 SIRS에보고됩니다
NYS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최고 데이터 사무실에 의해
교육구위원회 정책 5160 학교 출석은 학업 관련 지침을 제공합니다
수업 시간이 잃어 버린 결과와 학생들이 학교에 빠지기 전에 결석을 해결하십시오.
학교. 헤 릭스 학군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과 학생들에게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족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문자).

Herricks School에 출석하지 않을 의무 연령의 거주 학생
2020 년을위한 학군, 차터 스쿨, 비 공립 학교 또는 승인 된 홈 스쿨링 프로그램
2021 학년도가보고됩니다. 학군은 학생이 초과 할 때까지 계속보고합니다
의무 취학 연령, 더 이상 학군에 거주하지 않거나 학군에 제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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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는 서류
졸업 증서.

기술과 연결
(NYSED 지침 문서 85-86)

개인,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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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에게 접근 가능한 범위까지 제공
실행 가능한 :

• 노트북, 데스크톱, 크롬 북, iPad 또는 풀 사이즈 태블릿과 같은 컴퓨팅 장치
그들의 독점적 사용; 과

• 충분히 참여하기에 충분한 수준에서 고속 인터넷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액세스
원격 / 온라인 학습 (예 : 핫스팟)

계획 재개 필수 요구 사항
• 모든 학생에게 장치 및 고속 광대역 액세스 수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합니다.
교사는 거주지에 있습니다.
교육 구는 가족과 교사를 상으로 장치에 한 액세스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고속 광 역. 또한 설문 조사는
각 가족이 필요로하는 지구 발급 기기 수를 결정하고
집에서 일하는 모든 학생과 부모가 이용할 수있는 광 역이 충분했습니다.
한 번에 인터넷.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치 및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 할 필요성을 해결하십시오.
현재 충분한 접근 권한이없는 학생 및 교사; 과
현재 교육 구는 장치가 필요한 모든 학생과 교사를 제공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발급 한 크롬 북으로 지구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방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 1 장치를 갖춘 6-12 학년 학생들. 지구는 또한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액세스 권한이없는 가족에게 핫스팟.

•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시연 할 수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원격 또는 혼합 모델의 학습 표준 숙달, 특히 모든 경우
학생들은 아직 장치 및 / 또는 고속 인터넷에 충분히 액세스 할 수 없습니다.
연필과 종이, 교과서 등의 혼합 학습 전략을 통해
조작자 (필요한 경우)와 디지털은 교사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학습에 참여하고 내용의 숙달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부서장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 할 수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활동, 숙제 및 평가. 고려 사항 중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숙제 제출 마감일 및 마감일
그들의 작업을 완료하는 시간. 이로 인해 일부 잠재적 액세스가 완화되고
일부 가족이 경험할 수있는 연결 문제.

계획 재개시 고려 사항
학교가 재 개방 계획을 개발할 때 다음 권장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부모와 보호자를 조사하여 컴퓨팅 장치 및 높은 액세스 수준에 한 액세스 수준을 결정하십시오.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액세스 할 수있는 인터넷 속도.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를 작성하십시오.

맛있는 녀석들 4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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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상황에서 가정의 장치에 한 "액세스"표시는
학생이 특정 시간 및 / 또는 시간 동안 장치에 액세스 할 수 있는지 확인
원격 또는 온라인 설정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많은 가정에서“접근”
여러 어린이가 단일 기기를 공유하는 것을 의미 할 수 있으며 때로는 하나 이상의 성인과 공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원격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많은 학생들이 여러 세  구성원이 연결되어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 요금제로 선불 된 휴  전화를 통한 인터넷 또는 학생이 운전해야 함
WIFI가 무료 인 주차장까지 15 마일.

교육 구는 학부모, 학생 및
원격 학습을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는 주제에 한 교사
다양한 온라인 도구.

스프링 원격 학습 경험 및 피드백을 통한 자체 평가 기준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학군은 우리가 사용할 다양한 도구를 간소화했습니다.
교육 구는 또한 온라인 학습을보다 효과적으로하기위한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기
(NYSED 지침 ps. 8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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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재개 필수 요구 사항• 모든 학교는 2020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습 계획을 갖도록해야합니다.
2021 학년도. 이러한 계획은 대면, 원격 및 하이브리드 모델을 준비해야합니다.
교육.

학교는 학군이 2020 년 초에 시행 할 계획입니다
재 개설 계획에 설명 된 2021 학년도는
초등학교 및 6 학년 2 차 수준의 하이브리드 A / B 회전 모델
12를 통해.

인당
초등학교 모델 : 5 학년부터 5 학년까지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은
점심 식사 및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종일 매일 사람 ( 면). 매일
출석은 Google Meet 또는 Infinite Campu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본 일정은 각 건물에서 생성 된 마스터 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교사 및 학년 수준. 초등학교 수업은 최소 1 시간의 ELA를 갖습니다.
매일, 1 시간의 수학, 매일 ½ 시간의 과학 또는 사회, 40-
매일 분 특별 수업, 교실에서 매일 1 시간 점심 식사 (휴식   포함).
교사는 일정을 학생 및 가족과 공유합니다.

학군은 직접 서비스를 최연소 층의 우선 순위로 간주합니다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재 개방 계획에는 매일 K-5 명의 학생들을 모두 직접 면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물에. 모든 IEP 필수 서비스 및 지원은
사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 한 유지
가능하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지원 서비스를 통해 "포드"로 직접 예약 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푸시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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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경우 활용. 필요한 경우 학생들을 더 작은 곳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포드'내 그룹으로 하루 종일 수업 규모가 계속 줄어 듭니다.
잘.

Language Immersion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매일“집”에보고합니다. 에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 학생들은 영어에 노출됩니다
문해력과 매일 스페인어 수학 / 과학. 언어 몰입 교사는
정오 사이에 코호트를 전환하여 학생들에게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수업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수의 학생들 (2-3 학년 및 4-5 학년)이있을 것입니다.
6 일 주기로 "홈룸"에서 교 로 뽑아
하루 종일 언어 강화 / 문화 활동.

특별 지역 수업 교사는 교실로 이동합니다. 학생들은 체육 및 / 또는
가능하면 야외 음악.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델 : 모든 학생들은 매일 규칙적인 종으로 학교에보고합니다
시간표.

의학적 취약성 / 고위험군 (NYSED 지침 pgs. 30-31)과 관련하여
학군은 사회적 소외 및 / 또는 추가 조항 또는 안 조항을 제공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지시를 제공하십시오. 학군은 모든 숙박 시설 요청을 검토합니다
학생이나 가족이 의학적으로 취약하거나
COVID-19의 합병증.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연약하거나 학교로 다시 전환 할 위험이 높은 그룹에서
학군은 학교 보건 서비스 직원, 특수 교육 계획 및 조정
NYSED에서 요구하는 직원, 학생 직원 서비스 및 관리.
지도. 부모 / 보호자가 자녀를 학교에 다시 보내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교육 구는 원격으로 교육을 제공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특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교육.

잡종
초등 모델 : 학교 폐쇄의 경우 (간헐적이든 전체적이든)
초등학교는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원격 학습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매일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34/81

39

일정은 개인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명령은 동기의 혼합이 될 것입니다특별 지역 수업을 포함하여 교실 교사와의 비동기 기회.
매일 출석은 Google Meet 또는 Infinite Campu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델 : 중등 학교는 A / B에서 운영됩니다.
4 일 하이브리드 회전 (파란색 A, 파란색 B,은 A 및은 B).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각 건물의 학생 수는 절반으로 나뉩니다
알파벳순으로 두 코호트 (A와 B)로 형제가 같은 코호트에있게됩니다.
같은 날에보고합니다. 학생들은 직접 학교에서 하루를 번갈아 가며
하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9주기 종 스케줄을 따릅니다. 이 모델에서 학생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보고합니다.

학군은 직접 서비스를 최연소 층의 우선 순위로 간주합니다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중등 수준에서는 일반 교육 학생들이 직접 참석합니다.

4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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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과 모든 ENL 학생, 특별 수업 학생 및
수많은 통합 협력을받는 것과 같은 광범위한 특수 교육 지원
강의 프로그램 수업은 매일 면 서비스와 수업을받습니다. 관련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는 매일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제공됩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위한 개인 수업과 면 및 원격의 조합
체 일에 직접.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날에 면 학습은 다음을 사용하여 혼합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에 익숙해 지도록 수업 중 기술
교사는 학생들에게 플립 그리드를 통해 협력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Google 클래스 룸을 통해).

로테이션 중에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날에는
같은 종 일정을 따르십시오. 학습은 크게 비동기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작업은
테스트 또는 뒤집힌 비디오 레슨과 같이 독립적으로 완료 될 수 있음)
프로젝트 및 선택 보드를 포함하지만 동기식 (예 :
학교 코호트, 디지털 소규모 회의실 또는 교사 회의를 통한 소규모 그룹 동료
Google Meet 등) 학습을 통해

의학적 취약성 / 고위험군 (NYSED 지침 pgs. 30-31)과 관련하여
학군은 사회적 분담을위한 추가 또는 안 조항을 제공 할 준비가되어 있으며,
추가 PPE 및 / 또는 원격으로 명령을 제공합니다. 학군은 모든 요청을 검토합니다
학생이나 가족이 의학적으로 취약하거나
COVID-19의 합병증에 한 위험이 높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학적으로 취약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그룹으로 전환하는 학생
학군은 학교 보건 서비스 요원을 계획하고 조정하며,
특수 교육 요원, 학생 요원 서비스 및 행정.
NYSED 지침. 부모 / 보호자가 자녀를 다시 보내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학교에서 교육 구는 원격 교육을 제공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완전 원격
초등 모델 : 완전 원격 교육 동안 모든 초급 클래스에서
실제 학습 및 독립적 인 작업이 혼합 된 학습 전략
비동기 적으로. 학생들은 매일 최소 1 시간의 ELA, 1 시간의
매일 수학, 매일 ½ 시간의 과학 또는 사회 과목, ½ 소그룹 수업
적어도 일주일에 1x, 매일 40 분의 특별 수업.

교사는 매일 최소 1 시간 30 분의 사무실 시간을가집니다.
그룹 작업 또는 특정 학생과의 작업.

완전 원격 모델에서 언어 집중 수업의 학생들은
"홈룸"매일.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은 노출됩니다
매일 영어 능력과 스페인어 수학 / 과학에 언어
몰입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정오에 코호트를 전환합니다.
스페인어 또는 영어. 또한 소수의 학생들이있을 것입니다 (2-3 학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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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학년 학생들은 6 일 동안 교 로“홈룸”에서 퇴출됩니다.
하루 종일 언어 강화 /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주기.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델 : 학교 폐쇄시-
간헐적 또는 전체-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완전 원격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잘린 종소리에 한 학습. 6-12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원격으로 참석합니다.
기간은 실시간 ( 면) 교육과 비동기식으로 번갈아 나타납니다.
교수. 학생들은 매일 교사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그만큼
"유연성"기간은 학생들이 소그룹 작업, 근무 시간,
예를 들어 교사의 지시에 따라지도 회의 및 학년 수준의 회의.
매일 출석은 Google Meet 또는 Infinite Campu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학교 일정은 관리자가 건물 수준에서 가족과 공유합니다.
선생님들.

• 수업은 뉴욕 주 학습 결과와 일치해야합니다.
표준.

교육 프로그램, 코스 제공 및 커리큘럼 프로그램은 매년
그들이 뉴욕 주 학습에 엄격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일치하도록 보장
표준. K-12 학년의 모든 레벨의 수업은 뉴욕과 연계됩니다.
국가 학습 표준.

• 공평은 모든 학교 교육 결정의 핵심에 있어야합니다. 모든 지시
직접, 원격으로 또는
지역 또는 주립 학교 폐쇄로 인한 하이브리드 모델, 명확한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있는 수업. 이러한 기회는 반드시 조정되어야합니다
주 표준에 따라 학생들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정기 일정 시간을 포함
선생님의 피드백과 지원을 구하십시오.

직접,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한 모든 교육이 혼합됩니다 *
라이브 교육과 독립적 인 작업으로 초급 학생
매일 최소 1 시간의 ELA, 매일 1 시간의 수학, ½ 시간의
매일 과학 또는 사회, 주당 최소 1x 소그룹 수업 ½, 40-
매일 분 특별 수업. 교사는 매일 최소 1 시간 30 분의 근무 시간을 갖습니다.
소규모 그룹 작업이나 특정 학생과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6-12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교사와 정기적으로 교류 할 것입니다.
모델. 학생들은 종소리 일정을 따릅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혼합되도록 혼합됩니다
매일 교사와 동기식 및 비동기식 상호 작용을합니다.
매일 출석은 Google Meet 또는 Infinite Campus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학업 프로그램에 맞는 수업은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해야합니다
전달 방법에 관계없이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사와의 상호 작용
(예 : 직접,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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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사는 면,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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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위한 프로토콜을 따라야합니다.원격 및 /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 중 교사 (링크 참조) : Herricks Schools Online
가족을위한 에티켓 .

• 학교는 학생과 학생의 학습 방법에 대한 명확한 의사 소통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가족 / 간병인은 학교 및 교사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 또는 기술. 이 정보는 모든 사람이 액세스 할 수 있어야합니다.
학군 또는 차터 스쿨 필요에 따라 여러 언어로 제공
유포되며 학생과 가족이 할 수있는 명확하고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학교 및 교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예 : 이메일, 온라인 플랫폼 및 / 또는 전화).

각 학교 건물에는 다음과 같은 가족을위한 의사 소통 계획이 있습니다.
질문이나 문제가있는 경우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방법.

계획 재개시 고려 사항
• 문화적으로 반응하고 포괄적 인 교육 경험을 개발하십시오.
모든 학생의 요구와 모든 확립 된 주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제발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및 영어 학습자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지도).

이 특성은 모든 학습자의 요구에 민감합니다. 교육은 문화적으로
반응 형, 모든 학생의 요구 사항 고려 및 모든 확립 된 주 준수
규정 및 지침 (특수 교육 및 영어 참조)
보다 구체적인 지침은 학습자 섹션).

• 2019-2020 년 학교 폐쇄로 인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2020 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정서적 또는 학업 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1 학년도. 학생과 그 가족은 계획에 참여해야합니다.
가능할 때마다 치료 또는 지원.

PPS와 협력하여 지구 사회 정서위원회
가이던스는 2019-2020 년 학교로 인해 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한 계획을 개발 중입니다.
폐쇄, 추가적인 사회적, 정서적 또는 학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0-2021 학년도.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이 교육구의 의도입니다
개별 학생과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및 치료 또는 지원
필요합니다.

• 2020 년 학교 폐쇄 동안 학생의 학습 상실에 한 긍정적 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십시오.
학생들이 학교 환경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십시오. 학생들이하기 전에
평가하고, 사회화에 시간을 보내고, 안전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일상.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위해 문을 닫을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맛있는 녀석들 4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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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지구의 모든 시간을 활용하려는 의도입니다
학생들은 이번 가을에 우리를위한 커뮤니티와 보안 문화를 구축 할 수있었습니다.
재학생.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지원을 포함하는 다각적 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지원만큼.

• 지역적으로 결정된 형성 또는 진단 평가를 사용하여 개인을 결정합니다.
학생의 요구와 학업 적, 사회적 정서적 필요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도움을 목표로
해결됩니다.

우리는 학술 지원을 포함하여 다각적 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지원. 교육 구는 진단뿐만 아니라 지역 평가를 사용할 것입니다
NWEA, Fundations 및 TC Running Records와 같은 평가를 통해
목표 학생의 요구.

• 학교 시작 전에 교직원이 개인을 논의 할 수있는 기회 제공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범 사례를 개인,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공유
배우기.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QfcisvGnIkbAM_Q_Ve9KQAhVqOxN1c3DccczMySygtA/edit%3Fusp%3Dsharing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QfcisvGnIkbAM_Q_Ve9KQAhVqOxN1c3DccczMySygtA/edit%3Fusp%3Dsharing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37/81

43

교사는 학교 시작 3 일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야합니다.
개발, 모범 사례 공유, 커리큘럼 작성 및 토론
개별 학생의 필요.

• 관리자, 교사 및 추가적인 전문 개발 요구 사항 파악
다가오는 학년도를위한 조교, 특히
원격 교육 및 기술 사용.

교사와 교직원은 학교 시작 3 일 전에
원격 교육, 행동과 관련된 전문 개발 및 모범 사례 공유
일부 커리큘럼 작성 및 개별 학생의 요구에 해 토론합니다.

• 편안하고 편안한 학생 및 가족 / 간병인을위한 교육 및 지원 제공
교육 프로그램 및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 플랫폼 및 장치
교수.

교육 구는 자원과 교육 외에도 직원, 지구를 활용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한 Nassau BOCES Parent Edu에 가입하여 학부모에게 무료 코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하게 지내십시오.

교육 구는 학부모, 학생 및
원격 학습을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는 주제에 한 교사
다양한 온라인 도구.

스프링 원격 학습 경험 및 피드백을 통한 자체 평가 기준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학군은 우리가 사용할 다양한 도구를 간소화했습니다.
교육 구는 또한 온라인 학습을보다 효과적으로하기위한 도구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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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학습
계획 재개 필수 요구 사항

•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군 및 학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필수 요건에있는 유아원은 교육 및
위의 학습.

학군은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직접 계약 또는 각서를 체결 한 모든 유아원 프로그램
NYSED와의 이해 (MoU)는 재 개방 계획을
조기 학습. 형식 및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
앞으로 나올 것 입니다.

학군은 유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 CBO를 포함한 유자격 기관과 계약을 맺은 지구
유아원 프로그램은 보장 할 조치가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계약을 체결 한 적격 대행사는 건강 및 안전 지침을 따릅니다.
이 지침에 요약되어 있으며 뉴욕 주 국무부에서 요구하는
건강. 교육 구는 또한 자격을 갖춘 대행사가
직접, 원격 및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을 다루는 학습 계획.

UPK 프로그램은 CBO 인 Harbor Child Care를 통해 계약됩니다. 하버 육아
그들은에 설명 된 건강 및 안전 지침을 따를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뉴욕 주 보건국이 요구하는 NYSED 지침. 에이전시
또한 지구가 다음과 같은 학습 연속성 계획을 개발하고 있음을 보증했습니다.
직접, 원격 및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을 다룹니다.

유아원 / 유치원 선별 검사 고려 사항 및 유연성
• 유아원 및 유치원 검진은 가능한 빨리 실시해야합니다.
뉴욕 주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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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CRR 117.3 (b)에 따라 지구는 2020 년 12 월 1 일까지
신입생. 유아원 학생으로 학군에서 선별 된 학생,
규정에 따라 유치원에서 검사를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유연성을 위해 COVID-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모든 학생
처음으로 뉴욕 주 공립학교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학교에 재입학하는 사람
2020 년 12 월 1 일 이후에 사전 심사 기록이없는 York State 공립학교
가능한 빨리 스크리닝하십시오.

학군은 가능한 빨리 유치원 검사를 실시 할 것입니다
학교 시스템에 처음 들어온 학생의 편안함 수준. 상영
직원들은 적절한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심사를 수행합니다.

K-6 학년
• 커미셔너의 규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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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학습 표준을 쉽게 달성 할 수 있습니다.
• K-6 학년의 과목 별 시간 요구 사항은
체육 (PE) 예외 (PE에 관한 별도 섹션 참조).

• 학교는 완전 원격 학습의 우발 상황을 계획해야합니다.
•. . . 학교는 교사가 일부 학생들과 매일 연락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학문적 요구와 사회적 정서적 안녕을 모두 지원하기위한 형식.

• 학교는 교사 / 학생을 추적하기위한보고 메커니즘을 개발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 설정에 관계없이 연락하십시오. (이 안내서의 출석 섹션 참조)

7-12 학년 – 학습 단위
• 커미셔너 규정 Part 100.4 및 100.5에 따라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주정부의 학습 표준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

• 연구 단위 정의 (주당 180 분 또는 동등한 것)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이 학년의 학생들을위한 수업 자격에 한 틀. 의도
학교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 (연락처 시간)을 제공하는 것
학생들에게 특정 콘텐츠 본문을 마스터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
제목.

•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엄격한 엄격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을 갖춘 인증 된 교육 기회 및 경험
과정 내용 또는 훈련에 능숙한 교수 전문가.

• 새로운 지구를 개발하거나 채택 할 때 지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질문
교육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주되며, 전통적으로 엄격하고, 범위, 규모가 비슷합니다.
학습 단위 (주당 180 분)?

수업 경험은 학생이 교사 앞에서 보낸 시간 또는
화면 앞에 있지만 지침에 따라 표준 기반 학습에 참여한 시간
선생님의 지시. 이러한 경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온라인 완성
모듈 또는 작업; 교육용 비디오 시청; 게시물 또는 강사 질문에 응답;
온라인 또는 전화 토론에서 다른 반 참가자와 참여; 연구 수행;
프로젝트 수행; 또는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화를 통해 강사와 직접 회의를합니다.
학교는 학습이 지원되고 학생들이 학교의 도움을받을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자격을 갖춘 교사.

커미셔너 규정에 따른 과학 실험실 요구 사항,
과학 리전트 시험에는 1200 분의 실험실 경험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인해
COVID-19, 1200-의 결과로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원격 명령 모델의 가능성
실습 실험실 경험, 가상 실험실을 통해 미세한 실험실 요구 사항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경험 또는 가상 및 실습 실험실 경험의 결합
2020-21 학년도 만족스러운 실험실 보고서. 이 실험실 요구 사항은
코스 요구 사항과 학생이 최종 리전트 시험에 입학 할 수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과학 실험실 요구 사항은 실험실 경험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충족됩니다. 동안
학교에서는 실습 경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상 랩 활동도 할당됩니다.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39/81

45

여러 다른 플랫폼을 활용합니다. 교사는 여름 워크샵에서 수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현재 실험실 실험은 사실상 수행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4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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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University의 Flinn Scientific 및 LabX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즈모는
6-8 학년에 사용됩니다. 모든 실험실 보고서는 종이 또는 지정된 Google에 기록됩니다.
교실 폴더.

또한 일정, 교육 및 학습과 관련된 모든 이전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특별 분야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모든 특별 행사가 일반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특별 지역
교사는 교실에서 교실로 이동하여 예술, 음악, 체육,
컴퓨터 및 도서관 교육.

중등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특별 / 선택 과목에 참석하게됩니다. 학급 규모
최소 6 '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교실을 줄이거 나 교실을 옮겼습니다.

PE와 음악은 가능할 때마다 외부에서 열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육 학생들과
음악 수업은 12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특수 지역 교사는 학생들 사이에 물품과 자료의 공유를 제한합니다.

기예

예술 교육의 실습 특성으로 인해 두 가지 모두에 추가 고려 사항을 제공해야합니다.
예술 교육 공간 관리 및 교육 방법 개발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예술을 가르치십시오.

직접지도 모델
교육 구는 다음 사항을 실천에 반영합니다.

• 내년 커리큘럼을 설계 할 때 학생들이 이미 배운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전의 원격 학습 중에 학생들이 집중 한 예술적 프로세스는 무엇입니까? 뭐
2020-2021 학년도에 강조해야 할 수도 있습니까?

• 교실을 향상시키고 조정하기 위해 가능한 원격 수업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향후 학교 휴교 준비를위한 교육.

o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 프로그램과 과정 제공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에서 제공하는 모든 학생들을위한 양질의 순차적 표준 교육
우수한 음악 교육자.

o 모든 모델에서 초보자 악기 음악에 계속 액세스하십시오. (에
사람, 하이브리드 및 원격)

o 전체 아동의 발달을 우선시하십시오. 의 요소를 강조
예술을 통한 사회 정서적 학습 .

o 사회적 규제 규칙 및 모든 안전 규정에 따라
면 예술 과제, 활동 및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그룹이나 공동 작업 신 개인.
o 예술 프로그램은 가능한 한 디지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학생 일하는 동안
직접 또는 원격으로 작업
지구 아트 쇼 종료).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구성 요소입니다.
지구 예술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 4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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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교실, 싱크 , 의상, 악기, 거울, 소품 및 기타 공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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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CDC 주 및 현지 지침에 따라 표면을 청소해야합니다.
랙 건조, 탈의실, 이젤, 무  / 댄스 스튜디오 바닥 및 음악 포함
스탠드.

• 큰소리로 말하면 노래는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분의 것을 고려하십시오
밖에서 합창을하고 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넓히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

•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높은 터치”소모품의 개별 키트를 유지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가위, 마커, 연필, 지우개 등을 사용하여 학생들 사이의 소모품 공유를 제한합니다.
학교 나 학생이 학교에 돌아와야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용품을 집으로 가져 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격 학습.

• 학생이나 교직원간에 도구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책임있는 당사자는 모든 방향에서 12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회복, 재건 및 갱신 유지 : 뉴욕의 학교 정신
이 지침과 관련된 질문은 reopeningguidance@nysed.gov로 직접 문의하십시오.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개인간에 음성을 투사해야합니다 (예 :
노래), 관악기 연주.

음악 교사는 적절한 경우 증폭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어디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큰 앙상블은
더 작은 그룹. 음악은 커리큘럼 포커스를 솔로 및 소규모 앙상블로 전환합니다
작업. 음악 부서는 콘서트 형식에서
리사이틀 / 가상 형식. 지구는 작은 균질 그룹을 유지합니다
가능한 경우 레슨 / 섹션 교육을위한 악기 및 음성.

• 일반적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소모품의 사용 또는 안을 고려하십시오.
점토와 같은 재활용.

•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바닥에 비주얼과 마크를 만듭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의 흐름.

• 손 위생 용품을 공유 재료 및 표면에 가까이 두십시오.
• 청소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전환 시간을 늘리십시오.
악기 취급을 위해, 우리는 국립 음악 협회를 따라갈 것입니다
Education 's (NAfME) COVID-19 기기 세척 지침 및 NYSSMA
위원회 문자열 안내서 .

원격 교육 모델
• 연결할 수있는 개별화 된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원격 학습을 준비하고
직접 교실 학습을 강화하십시오.

• 학생들이 준비 할 수있는 자료를 미리 고려하십시오.
집에서 쉽게 찾을 수있는 항목으로 완성 할 수있는 과제를 만듭니다.

• 학생들에게 과제를주고 피드백을주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방법에 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 동기식 및 비동기식 학습 기회를 결합하여 유지 관리
커뮤니티 및 교사 액세스.

• 학생의 창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및 비 디지털 옵션을 계속 제공
강의실 커뮤니티와 더 넓은 학교에서의 공연
커뮤니티.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
• 직접 수강해야하는 강의 수업을 구성하십시오.
직접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원격으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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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표준, 제작 및 발표는보다 직접적으로 빌려줍니다.
응답 및 연결은 표준이 될 수 있지만
원격 교육 모델로 해결되었습니다.

• 학생들과 연결하는 방법론을 결정하고 학생들의 학습 지원
집에있다.

• 직접지도하는 동안 학생들이 할 기술과 지식을 갖도록 준비하십시오
원격으로 작업 할 때 필요합니다 (예 : 온라인 플랫폼, 도구, 사용 가능한 리소스 등).

• 학생들이 협력 할 수있는 디지털 플랫폼 및 기타 방법론 사용
집에서도 프로젝트를 그룹화합니다.

• 개인화 된 학습에 중점을 둡니다.
• 디지털 견학 및 온라인 아트 컬렉션과 같은 리소스를 활용하십시오. 같은 자원
이들은 학습 연속성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창작물을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및 비 디지털 옵션을 계속 제공
강의실 커뮤니티와 더 넓은 학교에서의 공연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r20.rs6.net/tn.jsp%3Ff%3D0018GA6eBGVEl9Jt9Hxr1OWFRrGL2unxAKgURVTv44tcvryj_1941_Chg_3C3Dmso_LYWR9MYOd-7NWcElUoUGkLkhAQyqyDp6o7qLjLmVFZsDPLJY63Sg62AB4nWeK8rSS8-QEN2CIEIkbm1qTppAKw9N9DxpRTmQ3tkG6CZduZGqUBUfIbjPATH1GVS-jZt05%26c%3DsbwgNzyYbrANzQdJHwTKdcpYYuHvtiyX3plw55pY0hDVWuUfTm6KTQ%3D%3D%26ch%3D-TvHocpVQBd6iY6tV4NpT2Sp3HmVuKqSAGwqhKtAFNG_51ODW_1XgA%3D%3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r20.rs6.net/tn.jsp%3Ff%3D0018GA6eBGVEl9Jt9Hxr1OWFRrGL2unxAKgURVTv44tcvryj_1941_Chg_3C3Dmso_LYWR9MYOd-7NWcElUoUGkLkhAQyqyDp6o7qLjLmVFZsDPLJY63Sg62AB4nWeK8rSS8-QEN2CIEIkbm1qTppAKw9N9DxpRTmQ3tkG6CZduZGqUBUfIbjPATH1GVS-jZt05%26c%3DsbwgNzyYbrANzQdJHwTKdcpYYuHvtiyX3plw55pY0hDVWuUfTm6KTQ%3D%3D%26ch%3D-TvHocpVQBd6iY6tV4NpT2Sp3HmVuKqSAGwqhKtAFNG_51ODW_1XgA%3D%3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nyssma.org/wp-content/uploads/2020/06/NYSSMA-Committee-String-Guide.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r20.rs6.net/tn.jsp%3Ff%3D0018GA6eBGVEl9Jt9Hxr1OWFRrGL2unxAKgURVTv44tcvryj_1941_Chg_3C3Dmso_LYWR9MYOd-7NWcElUoUGkLkhAQyqyDp6o7qLjLmVFZsDPLJY63Sg62AB4nWeK8rSS8-QEN2CIEIkbm1qTppAKw9N9DxpRTmQ3tkG6CZduZGqUBUfIbjPATH1GVS-jZt05%26c%3DsbwgNzyYbrANzQdJHwTKdcpYYuHvtiyX3plw55pY0hDVWuUfTm6KTQ%3D%3D%26ch%3D-TvHocpVQBd6iY6tV4NpT2Sp3HmVuKqSAGwqhKtAFNG_51ODW_1XgA%3D%3D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nyssma.org/wp-content/uploads/2020/06/NYSSMA-Committee-String-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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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가능한 한 예술 프로그램은 학생의 디지털 프리젠 테이션을 발표 할 것입니다
일하는 동안
직접 또는 원격으로 (부서처럼)
지구 예술 쇼). 이것은 우리 지구의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요소입니다
예술 프로그램.

경력 및 기술 교육 (CTE)

CTE 교과 과정은 적절하게 인증 된 CTE 교사가 계속 가르쳐야합니다. 강사
특정 컨텐츠 영역 (예 : 건강)에 한 NYS 전문가 라이센스를 보유해야하는 사람
과학, 이발사, 외모 강화)는 그러한 라이센스를 지체없이 유지해야합니다. 모두
CTE 실험실 / 임상 교육 및 감독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합니다.
공인 CTE 교사. CTE의지도하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유연성이 허용됩니다
교사) 비 학습 적 / 임상 적 환경에서 학생 그룹을 감독하여 더 나은 사회적 준수
거리 지침. CTE 내용 및 전달에 한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 거리 및 / 또는 원격 학습을위한 학습 수정
사회적 거리 규칙과 모든 안전 규정을 준수하면서
CTE / 예술 과제, 활동 및 프로젝트는 개인이 아닌 개인으로 수정됩니다.
모든 그룹 또는 공동 작업.

● 학생들의 원격 참여 유지
가능한 한 CTE / Arts 프로그램은 학생의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발표 할 것입니다
직접 또는 원격으로 작업하는 동안 (부서처럼)
지구 아트 쇼 종료). 이것은 우리 지구의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요소입니다
CTE / 예술 프로그램.

작업 기반 학습
학군 및 BOCES는 모든 비즈니스 및 산업 파트너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 기반 학습 기회를 식별하고 보장합니다. 학생들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업무 기반 학습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 제공
가능한 한. 2020-2021 학년도의 업무 기반 학습을 구현할 때 다음을 고려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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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 등록 된 모든 업무 기반 학습 프로그램은 적절히 감독해야합니다.
인증 된 업무 기반 학습 코디네이터.

• 인증 및 방법에 한 지침은 작업 기반 학습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학생들은 자주 감독해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자격을 갖춘 코디네이터가 적절히 감독합니다.
업무 기반 학습 지침.

작업장 배치
• 지역 또는 산업에 따라 비즈니스 및 산업 파트너가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업무 기반 학습 경험을 위해 학생들을 후원 할 수있는 능력. 경험의 우선 순위
업무 기반 학습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합니다.
졸업 또는 CDOS 종료 자격 요건. 업무 기반 학습 코디네이터
비즈니스 및 산업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합니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프로그램 요구 사항의 유연성
• 등록 된 인턴쉽 프로그램 (CEIP, Co-op, GEWEP 및 WECEP) : 인턴쉽 시간
등록 된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원격 형식으로 완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 기반 학습 코디네이터 및 기타 관심있는 교직원은
원격 및 / 또는 하이브리드 인 비즈니스 및 산업 파트너와의 협업
현장의 일부 원격 경험은 학생의 훈련 계획을 감안할 때 실용적입니다.

• 비 등록 작업 기반 학습 경험 : 실제적인시기 및시기
교직원이 감독하는 미등록 작업 기반 학습 경험은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수행됩니다.

• 최소한의 업무 기반 학습 시간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는 포괄적이고 철저한 업무 기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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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경험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수단을 통한 것일 수 있음,
실용적이라면). 그러나 학생이 학교를 찾지 못하면 학교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 또는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최소 시간 요구 사항.

• 건강 과학 학생들은 아래의 감독 된 임상 시간을 완료해야합니다
보건부가 규정 한 규정. 부서의 모든 규정
임상 경험을 계획하고 감독 할 때 건강을 따라야합니다.

• 외관 향상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위한 감독 된 임상 경험은
국무부에서 정한 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학교 기반 기업은 모든 NYS 보건국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청소와 사회적 거리. 체 거래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예 : 직접)
배송, 전자 상거래 등).

Covid로 인해 직접 면 인턴쉽에 학생을 배치 할 수없는 경우
안전 규정에 따라 원격 WBL 프로그램은 여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문 이력서를 만들 수 있으며, 직업 연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터뷰 기술과 기술을 배우고 원격 모의에 참여
인터뷰. 지역 회사와 조직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프로젝트를 해결하여 원격으로 작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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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을위한 고려 사항 :
PPS 부서는 특수 교육 고등학교 위원장과 협력하여
전환 코디네이터, 건물 및 지구 관리자는 작업 기반 설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개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 목표와 그들의 학습 경험
고등 교육 목표 및 목표. 이 학교 폐쇄 기간과 기간 동안
이러한 기준을 가장 잘 충족하고 적절한 사이트를 유지하는 사이트 재개, 고려
PPE는 언제 어디서나 부모와 잠재적 인 사업을 계속 탐구 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교사 및 직업 코치의 지원으로 High School PAES 랩은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직업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큰 도움이됩니다.
고등 학교 생활을 위해 지구 및 건물 내 배치는
올해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광범위한 PPE 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하다.

학술 중재 서비스

장애가있는 학생 및 영어 학습자를 포함한 3-8 학년 학생
영어, 수학, 국가 학습 표준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 및 과학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학업 중재 서비스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커미셔너 규정 섹션 100.2 (ee)에 따라. 뉴욕 주로서
3 학년에서 8 학년까지의 평가는 2019-20 학년도에 실시되지 않았으며, 학군은
지구 개발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각 학년별로 균일하게 적용 할 절차
학생들은 그러한 서비스를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학군은 여러 과목에서 학생들의 점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성과 측정. 여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 :

• 발달 독서 평가
• 벤치 마크 및 수업 포함 평가
• 일반적인 형성 평가
• 단위 및 수업 평가
• 심리 교육 평가 결과
• 시력, 청각 및 신체 장애에 한 진단 검사 및
커미셔너 규정 Part 117에 따른 가능한 장애

K 학년에서 12 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군은 추가적인 지역 기준을 사용합니다
AIS에 한 학생을 식별하기 위해 주 점수와 함께.

MS 교사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MS 카운슬러가 HS를 만들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일정. 8 학년에서 9 학년까지 직원은 NWEA 데이터, 학년 및
교사 추천. 상태 평가는 단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마다
HS 부서에는 자체 권장 절차가 있습니다.
전통적 성적, 현재 및 / 또는 학생 성적을 포함한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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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교과 과정 및 교사 권장 사항. 또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AIS 코디네이터가 중등 수준으로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엑셀 및 학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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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는 리전트 시험 점수에 한 의존도가있었습니다.
AIS 종료 그러나 우리는 AIS를 가진 학생들을 식별하는 훌륭한 일을합니다
필요합니다.

채점

등급 정책의 결정은 각 지역 학교 또는 학군의 계속해서 추구됩니다.
지역 통제로 인해 이러한 정책은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유연한 교육이 주어짐
모델, 학교는 명확한 각 모델에 적용 가능한 등급 정책을 개발해야합니다.
학생, 부모 및 보호자에게 투명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과정의 결과 및 국가의 학습 표준.

지구는 승인 된 지구 등급 정책을 따릅니다.

평가

다음은 학군 또는 차터 스쿨이 언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준입니다.
2020-2021 학년도 평가 계획 수립 :

• 사전 평가 및 포함 된 조형 평가에 중점을 두어 교육에 정보 제공
• 교육자가 시간을 할애하고 기회를 창출하여
사전 평가
교육 구는 교육구와 협력 할 수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것입니다.
사전 평가, 형성 평가, 프로젝트 기반을 포함한 평가 작성
평가 및 요약 평가.
https://www.edutopia.org/article/summative-assessment-distance-learning

• 접근 방식을 계획 할 때 일부 학생들의 시험 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십시오
평가에.
모든 교사는 PPS 및 특수 교육 직원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계획, 준비 및 준비시 장애 학생의 고유 한 요구를 이해
평가 관리. 그들은 이해와 이해에 408 장을 준수합니다.
섹션 504 편의 시설 계획뿐만 아니라 IEP 시행.

• 다양한 교육 모델에서 활용할 수있는 평가 도구 모음을 결정합니다.
원격, 하이브리드 및 직접
교육 구는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Q Interactive iPad 테스트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시험 재료의 관리 및 취급. 지구 공급자는 웹 세미나에 참석하고
원격으로 관리 할 수있는 적절한 조치에 한 교육.

• 학업 개입이 필요한 학생들을 결정하기위한 전략을 개발합니다
부서의 지침에 따라 서비스 (AIS)
사람,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
K 학년에서 12 학년까지의 모든 학생들에게 학군은 추가적인 지역 기준을 사용합니다
AIS 학생을 식별하기위한 주 점수와 함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교사 추천, 학생 성적, 코스 성적, NWEA, 사내
다른 기준 중에서도 평가.

맛있는 녀석들 5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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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교육
계획 재개 필수 요구 사항

• 학교 재 개방 계획, 서비스가 직접 제공되는지, 원격 제공 및 / 또는 제공되는지 여부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다음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FAPE 제공을 처리해야합니다.
장애가있는 학생들과 특별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교육 및 서비스.

학군은 각 학생에게 FAPE 장애를 제공하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특별 제공자들을위한 건강과 안전
교육 지원 및 서비스. 건강 및 안전 예방 조치는 항상
NYSED, NYSDOH, NCDOH 및 CDC의 권장 사항에 따라. IEP 명령은
직접,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를 통해 제공 될 수있는 최 한의 범위
모델.

• 학교 재 개설 계획은 부모의 의미있는 학부모 참여를 다루어야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선호 언어 또는 의사 소통 방식
자녀가 IDEA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학군 재 개방 계획은 학부모 / 보호자와의 의사 소통을 포함합니다.
자녀의 특수 교육 요구는
우편 및 교육구 웹 사이트를 통해. 학생 인사 서비스 부서는
SEPTA와 지속적으로 정보를받는 교육 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폐쇄 및 재 개설 과정에서 학생과 가족 모두의 요구.
다음 학년도에 학부모 교육 / 지원 세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상 요구. Propio Language 서비스는
부모님이 선호하는 언어와 문서에 Google Translate를 사용합니다. 부모의
이메일 또는 전화 화를 통해 수신 된 우려 사항은
지속적으로 적시에. 학부모 설문 조사 및 결과에 한 후속 분석
특수 교육 지원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 제공
휴관일과 가을의 재 개설 계획.

• 학교 재 개설 계획은
유치원 특수 교육 (CPSE) 및 특수 교육위원회 (CSE)
학생들이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을 나타내는 프로그램 제공 업체
다음과 일치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 이해가 있습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에 한 권장 사항, 모니터링 계획 및
학생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자원 공유에 한 헌신.

특수 교육위원회와 프리 스쿨 특수 교육위원회는
기 , NYSED 및 DOH / CDC 권장 및 모든 특별 제공 업체에 한 위임
교육구 직원, 외부 공급 업체 및 행사를 포함한 교육 지원 및 서비스
지구 밖에서 승인 한 날 및 거주 프로그램. 인도시 방향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문서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 학교 재개업 계획은 필요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수정, 보충 보조 및 서비스 및 기술 (보조 포함)
학생들의 고유 한 장애 관련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특수 교육 지원 및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규정 408 장을 준수합니다.
전문 개발 기회, 기사, 정보 및 리소스가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편의 제공, 수정, 보충에 관한 직원 및 제공자
개별 학생의 고유 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보조 기술을 포함한 보조 및 서비스
모든 모드와 방식으로 IEP 구현. 향상된 접근성 및 친숙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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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론은 인간과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에 적응할 수있는 환경 자원
면, 원격 및 / 또는 하이브리드 구현 모델. 지구는 증가했다

온라인 및 직접 교육을위한 준 전문가 및 컨설턴트 지원 활용
교사가 제공합니다. 지구 직원과 외부 컨설턴트는
장애가있는 각 학생의 독특하고 개별적인 요구와
학생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 CSE 및 / 또는 CPSE가 고려해야 할 수정안
필요합니다.

• 학교 재 개설 계획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다루어야합니다.
장애가있는 학생에게 제공 및 제공되며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선호하는 언어 또는 의사 소통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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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는 Frontline IEP를 통해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전자 문서를 활용합니다.IEP 관련 서비스 로그, 의료 기록 및 온라인 전자 진행 모니터링과 함께
목표와 목적. 이 정보는 다음을 통해 선호하는 언어로 부모와 공유됩니다
Propio Language Services 및 Google 번역을 포함한 통역 서비스. 지구
웹 사이트는 학부모 / 보호자의 선호 언어로도 번역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특수 교육
제공자와 교사는 제공된 서비스, 날짜, 빈도,
비율 및 기간. 2020 년 봄이 끝나는 동안 모든 연례 검토가 수행되었습니다.
사실상 부모 / 보호자의 의견과 함께 적절한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학생의 요구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문서화되었습니다. 모든 IEP 및 PWN이
안전한 암호화 된 이메일 및 / 또는 메일의 하드 카피를 통한 가족. 학부모는 진도를받습니다
성적표가 발행되는 시점과 빈도 및 빈도로보고합니다.

계획 재개시 고려 사항
• 학교 재 개방 계획은 CPSE / CSE가 비상 계획을 준비하도록 권장합니다.
잠재적 인 미래 간헐적 인 경우 학생의 원격 학습 요구를 해결하거나
학교 휴교 연장.

교육 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IEP 교육 및 시행. 의 구현을 위해 2020 년 여름 동안
ESY 프로그램에는 3 가지 모델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직접 프로그래밍
예방 조치의 활용, 가족과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 및
학생과 교직원. 마찬가지로 9 월 계획에는 IEP 모범 사례가 포함됩니다
가족 및 직원과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 전문성 개발을 통한 구현
원격 교육의 효과와 개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모 교육 및 지원
모든 학생들과 특히 장애가있는 학생들을위한 학습.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원격 학습으로 전환해야하는 경우 언제든지
학생 인구의 일부 또는 전부.

• 학교 재 개방 계획은 학생 서비스에 한 면 서비스를 우선 순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장애를 가진 유치원 학생들.

학군은 직접 서비스를 가장 젊고 높은 요구에 우선 순위로 생각합니다
재학생. 재 개방 계획에는 모든 K-5 학생을 매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건물. 모든 IEP 필수 서비스 및 지원은 직접 제공됩니다. 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 한으로 유지하십시오.
높은 지원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포드"로 직접 예약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경우 푸시 인 서비스가 활용됩니다. 언제
필요한 학생들은 계속해서“창”내에서 더 작은 그룹으로 끌려 갈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업 규모가 줄어 듭니다. 중등 수준의 일반 교육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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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일에 모든 ENL 학생, 특별 수업 학생 및
수많은 통합 교육을받는 학생들과 같이 광범위한 특수 교육 지원을받은 학생들
공동 강의 프로그램 수업은 매일 면 서비스와 수업을받습니다. 관련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는 매일 직접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 직접 제공됩니다
직접 면하는 학생들을위한 수업 및 면 및 원격의 조합
다른 날들. CPSE 권장 사항에는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가능할 때마다 부모가 요청하십시오. 원격 및 / 또는 하이브리드 제공 계획
필요한 경우 원격 교육으로 원활하게 전환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됩니다.
시각.

IEP 구현 문서
• 학교는 추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합니다.
원격 교육 기간으로 인한 학생 요구 변경 및
면 수업을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전통적인 교실 환경.

특수 교육 교사 및 제공 업체는 학교로 돌아갈 때 초기에 필요한 변화를 평가합니다.
모든 IEP 목표에 한 기준 데이터를 취함으로써 교실 및 / 또는 학습 환경. CSE
추가 목표 또는 요구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만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목표는
회의를하지 않고 수정 계약을 통해 수정

• 학교는 교육에 관한 문서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결정해야합니다.
각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인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CPSE / CSE
전환 서비스를 포함한 후속 학생 요구.

CSE 또는 CPSE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학교 폐쇄 중 제공되는 서비스는 학교에서 검토 및 고려할 수 있도록 수집됩니다.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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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는 학생의 형성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고려해야합니다.
진행 상황이 문서화되고 유지 관리되며 해당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CPSE / CSE 및 학부모가 선호하는 언어 또는
통신.

교사와 제공자는 학생과 관련하여 수집 된 모든 데이터의 정확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모든 CSE 및 CPSE와 공유 할 성능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회의에서 고려. 이러한 정보는 모든위원회 위원과 공유되며
부모님을 포함하여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 학교는 학부모와의 협력에 관한 문서를 유지해야합니다.
학교 휴교 중 시행 될 수있는 우발 원격 학습 계획.

우발 상황을 개발할 때 부모의 의견을 도출, 검토 및 고려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위한 학습 계획. 입력을 통해 수신됩니다
설문 조사, 회의, 이메일 및 전화 화. 정보 공유 회의, 토론
학부모 교육 세션은 학군의 SEPTA 및
지구 재개 태스크 포스. 학생들의 고유 한 요구를 해결하기위한 전략과 지원은
부모와 협력하여 원격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학교는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보상 서비스 제공을 문서화해야합니다
학교 재개시 학생들. 그런 다음 부모에게 문서를 제공 할 것입니다.
선호 언어 또는 모드로 CPSE / CSE 및 기타 관련 당사자
통신.

맛있는 녀석들 5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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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 및 / 또는 CSE 프로그램 검토 회의 IEP에 한 수정 사항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모든 보상 서비스는 학부모에게 번역됩니다.
적절한 언어.

추천
• 특수 교육을 위해 학생을 추천하기 전에 학군은
학교에서 학생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
COVID-19로 인한 폐쇄. 해당 학군이 장애가있는 학생을 의심하는 경우,
최초 특수 교육 평가를 위해 학생을 추천하고 학부모를 확보해야합니다.
평가에 한 동의. 그러나 이유가있는 경우 추천이 보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업 성취는 학교 폐쇄 및 교육 규정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학부모 추천과 교직원의 추천 요청은 평소와 같이 간주되어야합니다
커미셔너 규정 섹션 200.4 (a)의 절차에 따라.

건물 IST와 PPT는 정기적으로 만나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모니터링합니다. 데이터는
수집, 평가 및 중재가 시행되고 진행 상황이 모니터링됩니다.
학업 및 정서적 관심사를위한 MTSS를 통해. CSE에 한 모든 추천은
커미셔너 규정 섹션 200.4 (a)의 절차에 따라 평소와 같이 간주됩니다.

초기 평가 및 재평가
• 재 개설 계획은 특수 교육 평가 (즉, 초기 및
재평가는 직접 또는 원격으로 필요한 일정 내에 수행됩니다.

모든 평가는 원격 또는 직접 여부에 관계없이 타임 라인 내에서 수행됩니다
학부모 / 보호자가 평가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레코드 리뷰는
적절한 경우, 직접 또는 원격 평가가 아닌 경우 재평가에 활용
가능하거나 적절합니다.

• 기술 사용은 평가 및
원격으로 재평가해야합니다. CPSE / CSE는 다음에 한 기록을 검토해야합니다.
초기 평가 또는 재평가 상 학생 결정 및 계획 수립
평가의 백 로그를 처리합니다.

2020 년 여름에는 일선 IEP를 통해 리스팅이 작성됩니다.
20-21 학교에 예정된 불완전한 평가, 예정된 평가 및 재평가
년. 외부 제공자는 계약을 완료 할 수없는 평가를 수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타임 라인에 따라 지구 직원.

• 학교는 OSE의 2020 년 3 월 27 일 및 2020 년 4 월 27 일 지침을 계속 따라야합니다.
COVID-19 전염병 동안 평가 및 재평가를 수행하여
특수 교육 일정.

각 평가 및 재평가는 다음에 한 적절성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
직접 또는 원격으로 수행해야합니다. 지구 심리학자들은 봉사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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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평가 관리에 관한 교육. 교육구가 Pearson Q를 구매하고 있습니다다양한 표준화 된 조치의 안전한 관리를 지원하는 화식.

숙박 및 수정
• 학교는 교육 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장애가있는 학생들을위한 조정 및 조정
일반 교육 커리큘럼. 편의는 업무 및 / 또는 방식의 변경입니다.
과제가 제시됩니다. 수정은 학생들이 기 하는 것의 변화입니다.

5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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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 조정과 수정 모두 공평과 일반에 한 접근을 보장
학생의 고유 한 장애 관련 요구를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

교사와 제공자는 전문성 개발에 참여하여
IEP에서 식별 된 학생들의 고유 한 요구를 특정 학습과 일치시키는 이해
학생이 직접 액세스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원격 환경
일반 교육 커리큘럼.

과학 기술
• 학교는 보조 기술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기능적 기능을 향상, 유지 또는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고려
학생들이 자신의 작업 기술에 접근 할 수 있도록해야합니다.
동반 프로그램. 보조 기술의 가용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프로토콜
학생의 선택, 획득 또는 사용에있어 학생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보조 기술 장치. 학교는 학부모와 가족에게
질문에 응답 할 수있는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개인 목록
자녀를위한 보조 기술 장치 및 / 또는 서비스에 관한 우려.
교사, 제공 업체 및 / 또는 사례 관리자는 기술 및 관련 연락처를 배포합니다.
질문이나 관심사를 전달하기 위해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사, 제공자
컨설턴트는 검토하여 현재 권장되는 보조 기능이 있는지 검토하고 고려해야합니다.
기술과 서비스는 학생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지원 수준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변경해야 할 사항
또는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교육을 통해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합니다.
CSE는 요구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만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경우 목표는
수정안을 통해 개정 된 회의 없음. 보조 기술 평가
이전에 사용하도록 권장되지 않은 학생들을 상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보조 기술 및 기술 사용이 향상 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기능적 능력.

건물 교육 및 세계 언어

직접 또는 하이브리드 교육을 사용하여 다시 개설하는 유자격 학교는 이수해야합니다.
학년도 시작 후 30 일 이내에 ELL 식별 절차
2019-20 년 COVID-19 휴교 일에 등록한 학생 및
2020 년 여름과 2020-21 학년도 첫 20 일 동안 등록하십시오.
이 20 일의 융통성 기간이 지난 후, ELL의 식별은 모든 학생에게 재개되어야합니다.
커미셔너 규정 부분에서 요구하는 로 10 일의 초기 등록 필수
154.

• 초등학교 : ENL 교사는 8 월 / 초순에 계속 참여합니다.
유치원 선별 과정. 팀은 CR에 요약 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Pt. 154
NYSITELL로 추가 심사를 수행 할 수있는 ELL을 식별합니다.

• 초등 ENL 교사는 새로 등록 된 1-5 학년의 HLQ도 검토합니다.
NYSITELL 시험을 받아야하는 학생을 식별합니다.

• 중등 : ENL 교사는 새로 등록한 학생의 HLQ와 화면을 검토합니다.
그 학생들. 교사는 3 일의 시험 기간 동안 가능한 ELL을 초 하여
NYSITELL을 관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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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에 참가한 가능한 ELL들도주의해야합니다
검역소는 검사를받지 않았으며 NYSITELL이 제공됩니다. 그 학생들은
NYSED 지침에 따라 ENL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CR을 더 준수합니다. Pt. 154, 새로 가족의 가상 또는 직접 회의
확인 된 ELL은 부모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리고 그들에게
프로그램 / 서비스 개요. 부모님을 위해 통역이 가능합니다
회의에서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필수 교재를 제공해야합니다.
가장 최근에 직접 또는 하이브리드 중에 측정 된 영어 능력 수준
교수.

• 2019 NYSESLAT 숙련도 수준은 필수를 계속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학습 단위.

• 2019 년 행정 구역에 들어온 학생들
NYSESLAT, NYSITELL 숙련도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NYSITELL은 모든 신규 참가자에게 관리됩니다. 가상 또는 직접 ENL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사령부 ELL은 계속 공동 수업에 배치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모든 테스트 수정 및 지원

부모 / 보호자 및 ELL의 다른 가족과 정기적 인 의사 소통 유지
재 개설 과정에서 자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ELL 학부모 / 보호자에게 원하는 언어와 모드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제공
커뮤니케이션

• 교육 구는 Propio 및 사내 번역사 및 통역사를 계속 사용하여
의사 소통은 가족이 이해할 수있는 언어로 제공됩니다.

• 또한 아래 링크는 초기에 생성 된 정보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ELL 학부모를위한 Covid-19 검역소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에 해 상기시켜줍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https://www.herricks.org/Page/13573

• 지구 재 개설 계획은 일단 승인되면 중국어, 스페인어 및
학생 관리에서 선호하는 언어를 검토 한 다른 언어
체계.

•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ENL 가족과의 강제 회의는 계속 진행됩니다
1 년 내내, 거의 또는 직접적으로 ELL 가족이 제공되도록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모든 교사와 관리자가 사용과 관련된 주제에 해 전문적인 학습을 받도록합니다.
ELL 관련 주제의 기술 및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학습 전략. 정책 채택
영어 학습자 / 다국어 청사진에 설명 된 지침을 충족
학습자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을 성공적으로 제공합니다.

• 감독과 ENL 교사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교사와 관리자. 내용은 ELL 성공을위한 청사진을 강조하고
CR. Pt. 154, 모범 사례, ELL을 지원하기위한 기술 도구 및 추가 지원
수업 일 이후 ELL에 제공됩니다.

페이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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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검역소에서받은 ELL 지원 지구를 기념하기 위해
ELL에 제공된 지원 정보, 사용 된 기술 도구 및
ELL은 장애가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추락 모니터링을 위해 양식이 계속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문적인 개발 요구를 알립니다. 형태 :
https://forms.gle/8DTdu6QdYP2MYqXq6

• 다음과 같이 ELL K-12 교사와 함께 일하기 위해지도 코치를 고용했습니다.
목표와 활동 :

o 모든 ELL 교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 결정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herricks.org/Page/13573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ms.gle/8DTdu6QdYP2MYqXq6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ms.gle/8DTdu6QdYP2MYqX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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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 된 요구와 목표o 팀 액세스 및 협업을위한 온라인 리소스 폴더 제공
특정 교육 영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온라인 리소스 링크 목록

o 필요한 교과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ELL 교사 팀과 협력
반사에 기초한 자원 또는 재료.

o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적인 개발 및 코칭 제공
인 관계 성장 전략, 문해력 향상을위한 계획,

SIOP 모델을 이용한 교실 연속성, 객관적인 가상
학습 센터, 가정 연결 및 화식 유지 관리
구성주의 학습 환경.

영어를 새로운 언어 (ENL)로 조정하고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제공을위한 컨텐츠 영역 교사. 채택 또는 개발
영어 학습 학생의 격차를 식별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진행 상황 모니터링 도구
영어와 학생의 가정에서의 언어 능력과 내용 영역 능력
언어.

• 교육 구는 다음 평가 / 도구를 사용하여
ELL 숙련도 및 내용에 한 이해 :

o 교육 구는 반드시 NYSED OBEWL 점검 목록을 검토 할 것입니다
영어 능력 (ELP) 진도 개발 또는 선택
모니터링 (중간) 평가 및
지구의 요구.

o ENL 교사는 NYSESLAT 유형의 쓰기와 말하기를 복제합니다
9 월에 관리 할 지역 평가를 작성하라는 메시지와
일월. NYSESLAT 루 브릭이 평가에 사용될 것입니다. 평가
온라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o 교육 구는 다음에 의해 작성된 K-12 ENL 진행 보고서를 계속 사용합니다.
ES BOCES이지만 교육구가 학부모에게보고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자녀의 진보.

o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한) Propio를 사용하여
부모 / 보호자는 자녀의 언어 발달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

o 교사는 지속적으로 콘텐츠 별 평가를 검토합니다.
언어 및 콘텐츠 성장을 모니터링하기위한 요약입니다.

o 교육 구는 콘텐츠 영역 전문가를
중학교에 학교 수준. ENL 및 컨텐츠 영역 전문가는
ELL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교사 팀으로 구성
진행. 이 팀은 ELL 교사에게 연락 할 책임이 있습니다.

6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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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교실 교사는 또한
우려 사항이 있으면 팀 구성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또는 직접.

o K-8 NWEA 읽기 및 수학 점수를 사용하여 성장을 모니터링하십시오.
평가는 신흥에 사용되지 않으며
전환 학생. 다음과 같은 경우 NWEA를 원격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o 많은 RAZ-Ki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ELL 진행 상황을 지원하고 추적합니다.
특히 읽기 수준을 모니터링 할 때.

o 필요한 경우, 기본 기술의 취약성 진단 평가를 사용하여
언어 지배력과 학년을 결정하기위한 스페인어 ELL
공연.

재학생과 학생의 특정 요구를 해결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재개 및 작성
SIFE (중단 / 일관되지 않은 정식 교육), IEP가있는 ELL 및 기타 취약
재 개설 과정에서 인구.

• 역사적으로 학군에는 SIFE 학생이 없지만 우리는
가능한 SIFE를 식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NYSED Multilingual Literacy Screener
필요에 따라.

o 필요한 경우, 기본 기술의 취약성 진단 평가를 사용하여
언어 지배력과 학년을 결정하기위한 스페인어 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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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2019-2020 년에 요건을 완료 할 수없는 12 학년 학생들의 우선 순위를 정하십시오.
2020 년에서 2021 년까지 뉴욕 주 문맹 퇴치를위한 노력을 계속하십시오.

• N / A – 교육 구는 뉴욕 주 문맹 퇴치를위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가오는 학년도.

직접 및 하이브리드 모두에서 ELL을 가르 칠 때 교육 기술을 계속 활용
이러한 도구에 한 학생들의 친숙성을 강화하는 모델.

• 타이틀 펀드는 소그룹에서 사용할 K-12 ENL 교사에게 크롬 북을 구매했습니다.
교수

• HS ELL 용 크롬 북 카트를 구입했습니다.
• 현재 ELL은 지구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 도구에 익숙합니다.
• ENL 교사는 새로운 ELL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지구가 사용하는 도구. 교사는 ELL을위한 단계별 비디오 자습서를 만들었습니다.
Google 클래스 룸 사용시 단계

• Covid-19 검역소에서받은 ELL 지원 지구를 기념하기 위해
ELL에 제공된 지원 정보, 사용 된 기술 도구 및
ELL은 장애가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추락 모니터링을 위해 양식이 계속됩니다.
서비스 및 데이터를 사용하여 특히 해당 지역의 전문 개발 요구 사항을 알립니다.
기술. 형태: https://forms.gle/8DTdu6QdYP2MYqXq6

맛있는 녀석들 6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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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원 프로그램에 등록 된 응급 다국어 학습자에게 교육 제공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중에 모국어로

• N / A – Harbor Child Care는 지역 사회에서 이용할 수있는 유아원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회원과 지구 경계를 벗어난 사람들. 학군은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이있을 경우 하버 육아 지원.

사회적 정서적 안녕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킵니다.
ELL의 고유 한 경험을 다루고 그 안에 전달되거나 해석되는 지원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 중 학생들의 모국어.

• 교육 구는 교육구 웹 사이트의 SEL 페이지를 업데이트하여
중국어, 스페인어, 힌디어, 구자라트 어 및 기타 필요한 언어
ELL이 사용하는 언어.

• 또한 아래 링크는 초기에 생성 된 정보 그래프를 제공합니다
ELL 학부모를위한 Covid-19 검역소에서 이용 가능한 지원에 해 상기시켜줍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SEL은 인포 그래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www.herricks.org/Page/13573

가능한 한, 학군은 모든 ELL 및 기타 취약한 학생들이
원격 학습 기간에 필요한 기술 및 Wi-Fi에 액세스하여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COVID-19 폐쇄 및 원격 / 하이브리드 학습의 결과로

• 교육 구는 가정 내 기술 사용 / 이용 가능성에 해 가족을 조사했습니다.
• ENL 교사는 계속해서 가족에게 봉사 활동을하여 자녀가
실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지구는
Covid-19에서 ChromeBook을 요청했을 때 가족에게 제공
건강 격리.

• 지역 사회에 한 교육감의 메시지에서 그는
Wi-Fi에 액세스 할 수없는 경우 지역 사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구
모든 가족이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지구 기술 지원 팀은
모든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Propio는 기술 간의 통신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 및 ELL 가족.

학교는 필요에 따라 추가 학습 단위를 제공 할 수있는 유연성을 갖습니다.
학생의 필요. 이러한 유연성은 구두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ENL 프로그래밍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forms.gle/8DTdu6QdYP2MYqXq6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www.herricks.org/Page/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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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개발, 작문 및 독해 기술, 학문적 어휘 개발컨텐츠에 더 많은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학군은 ELL 학생들을위한 오후 및 / 또는 주말 지원 아카데미를 개발할 것입니다.
공인 교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가상 또는 직접 방문 할 수 있도록합니다.
언어 및 컨텐츠 목표 달성

•이 문서에서 언급 한 것처럼 ENL 과외 및 콘텐츠 전문가 팀은
방과 후에도 ELL을 계속 지원합니다.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지속 교육에 설명 된 관행을 구현하십시오.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학습 중 프레임 워크

맛있는 녀석들 6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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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찾고 공유하도록 격려합니다
의견, 생각 및 관심사.

• ELL 교사는 학생들이 문화와 자료를 목표로하여 배경을 보장합니다.
지식은 도출되고 평가되며 발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 문학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 및 교실 라이브러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Herricks 공립학교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 K-12 내에서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문화 클럽이 설립되었습니다.
커뮤니티.

교육구에 등록 할 수있는 모든 신규 참가자는 잠정적으로 배치되어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NYSITELL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섹션 154-2.3 (d)에 명시된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지구의 경우 기본값

• NYSED 지침 및 CR에 따라. Pt. 154,이 관행은 계속 지구-
넓은.

학군과 학교는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능력을 검토 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0-21 년 사령부 수준에서 전 ELL로 3 학년 (학생
NYSESLAT의 2018 행정부 사령부 달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전 ELL 보조 서비스를 보유한 학생.

• 사령부 ELL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NL 과외 프로그램 동안 그리고 방과 후. 사령부 ELL 예정
ENL 교사 및 학년 / 콘텐츠 영역 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구가 재 개설을위한 전문적인 학습 기회를 설계함에 따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중 언어 교육에 한 이해, 모국어 사용 및
언어 적으로 다양한 ELL 요구. 모든 NYS 교육자들이 알고 있고
ELL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있는 모든 교사와 관리자는 전문적인 학습을 받아야합니다
커미셔너 규정 Part 154에서 요구하는 ELL 봉사와 관련.
154-2.3 (k) 항에 명시된 전문적인 학습 요구 사항 준수
– – 교육구가 자격이없고 NYSED가 면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 전체의 15 %
교사의 전문 학습 시간 및 이중 언어에 한 모든 전문 학습 시간의 50 %
교육 및 ENL 교사는 ELL의 특정 요구를 상으로해야합니다.

•이 문서에 언급 된 바와 같이, 교육 구는 새로운 교육을위한지도 코치를 고용했습니다.
ELL 교사들과 협력하여 상 PD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학년도
SIOP에.

• 재 개방 계획은 모든 이해 관계자, 특히 ELL 가족과 공유됩니다. 그것
그들이 이해할 수있는 언어로 제공 될 것이며
지구 웹 사이트.

• ENL 및 ENL 교사는 교사에게 PD를 계속 제공하고
Google Meet 및 사전 녹화 된 동영상을 통한 관리자 교수 회의는
ELL과 관련된이 문서에 설명 된 내용을 강화할 수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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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교육 / 운동 / 과외 활동

체육
학교 재 개방 계획은 직접,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인지 확인해야합니다.
학생들은지도와 감독하에 신체 활동에 참여해야합니다
공인 체육 교사의 범위 내에서 그 하이브리드 이해
일정은 공인 PE 강사, 즉 강사와의 면 수업 시간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있는 학습 활동 메뉴를 최 한 잘 계획해야합니다.
교실 교사, 다른 직원의 지시에 따라 또는 독립적으로.

뉴욕 주 보건부 지침에 따라 학군 및 학교는
참여하는 동안 모든 방향으로 12 피트 거리가 유지됩니다.
유산소 활동이 필요하고 호흡이 심해지는 활동 (예 : 체육관 참여)
클래스).

개인 학습
• Herricks UFSD 체육 교사는 12 피트 거리를 확보합니다.
활동 중에는 개인 간 모든 방향이 유지됩니다.
체육 수업.

• 수업은 수업 공간을 기준으로 신중하게 계획됩니다.
• 체육 교사는 전달할 때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시. 이것은 착용하는 동안 구두 지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굴 덮개.

• 학생들은 신체적 인 접촉이 필요없고 필요하지 않은 활동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서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합니다. 초점은 개인에 있습니다
기술 (예 : 요가, 피트니스, 마음 챙김, 춤, 던지기 / 발로 활동).

• 학생들은 교사가 활동 선택을 결정할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원격 학습
• 학생들은 서로 협력하여 협업 할 수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Google Meet 플랫폼을 통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십시오.
•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 / 과제를 완료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신중하게 계획합니다.
그들의 가정에서 안전합니다.

• 교사는 현재 커리큘럼 및 강의 절차를 검토하고 원격을 수정합니다.
(집에서) 활동.

• 체육 교사는 시연하는 비디오 (자체 제작 및 기타)를 활용합니다.
활동이나 기술.

• 특별 행사 ( "Family Fun Night, Field Day"등)는 원격으로 개최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 체육 교사는 재택 완성을위한 과제와 기술을 지시 /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학생들에게 학교 환경에서 얻은 지식을 적용하게합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기술을 연습 한 다음 수업 활동 중에 적용합니다.

• 학생들은 먼저 집에서 주제 / 기술에 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를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것은 학생들이 비디오를 집에서 보도록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집에서)
특정 활동 / 주제에 해 그리고 학교에있을 때 교사는 더 깊이 제공합니다

맛있는 녀석들 6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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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플립 교실).
• 강사는 실시간으로 액세스 할 수없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수업을 기록합니다.
• 학생들은 교사와 직접 그리고 자주 화 할 수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샘플 활동 – 안전 거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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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운동 개념
운동 능력
비 운동 기술
창작 무용
개인 공간에서 리듬으로 이동 / 아니오
여러 떼
한 조각으로 조작 기술
각 학생을위한 장비
휘트니스 미용
간단한 요가 포즈

3-5
창작 무용
리듬 춤
요가
등산
각각 한 명의 학생이있는 피트니스 스테이션
역
스트레스 관리-명상,
마음 챙김

6-8
물리적 거리의 라인 댄스
요가
오리엔티어링
육상 경기
스트레스 관리 명상, 마음 챙김

9-12
산악 자전거
요가
빌라도
킥복싱
솔로 댄스
프리즈 비 골프
오리엔티어링
스트레스 관리-명상,
마음 챙김

66 화

육상 및 과외 활동

학교 항 스포츠 및 과외 활동은 학생 생활의 중요한 측면이며
학교 공동체. COVID 학교 폐쇄 동안, 학생들은 이것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정규 학교 프로그램의 일부인 사회 활동.

학교 항 운동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규칙과 절차에 따라 안내 될 것입니다.
뉴욕 주 공립 고등학교 운동 협회 (NYPHSAA) 및 Cuomo 주지사.
운동 스케줄과 시즌 날짜는 유행의 영향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사교 클럽과 다른 건강 관련 의정서의 중요성 때문에 면 클럽
기타 과외 활동은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할 때,
클럽과 활동은 학생들에게 사실상 제공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원격 과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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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서적 웰빙

COVID-19 전염병이 시작되고 이후에 교수 설계가 변경되었으므로
Herricks 공립학교는 진행중인 의학적 정신 건강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요구. 지구는 스트레스 요인과 외상을 인식
건강 위기에 내재 된 것은 부분의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가족과 직원.

자문위원회, 공동 의사 결정, 학교 기후 팀 또는 기타

가족, 학생,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된 협업 실무 그룹

교육, 학교 건물 및 / 또는 학군 / 헌장 지도자, 지역 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 업체,
교사, 인증 된 학교 카운슬러 및 기타 학생 서비스 제공 업체

학교 사회 복지사 및 / 또는 학교 심리학자들이 종합적인 발달을 알리기 위해

학교 상담 프로그램 계획.

Herricks 공립학교 교육위원회 표, 중앙 관리,
건물 관리, 정신 건강 팀 및 부모는 협력하여 개발했습니다
1) 위험에 처한 학생 / 직원 파악, 2) 다 계층 정신 건강 제공
중재, 3) 가족 / 직원에게 자원 / 의뢰 제공 및 4) 전문가 제공
직원 개발.

교육구 전체 및 건물 수준의 종합 개발 학교 상담

인증 된 학교 카운슬러의 지시에 따라 개발 된 프로그램 계획을 검토하고

현재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평가 필요

학군은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을 식별하기 위해
요구 사항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 인 요구 사항 평가 개발
우리가 봉사하는 지역 사회의 사회 정서적 복지와 관련된 우려. 과거에
몇 달 동안, 직접적인 질병으로 인한 것이 든 개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있었습니다.
타인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또는 재정적, 경제적 손실 또는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처리 할 준비가되지 않은 전례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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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는 상실과 불확실성을 느낀다. 초점
욕구 평가는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상황. 일단 확인되면, 학군은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위한 지원, 자원 및 전문 개발. 이 평가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하는 Herricks 공립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
탁월한 학업에만 초점을 두는 포괄 커뮤니티 환경 조성
학생들의 성과, 그러나 사회 정서 발달의 전반적인 복지.
학생과 가족이 잘 조정되도록 교직원을 지원해야합니다
그들의 안녕에서.

Herricks Public School District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식별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유행의 영향으로 인해 어떤 식 으로든 흔들렸다. 봄에 학교가 이사했을 때

원격 학습, 정신 건강 지원 직원 및 건물 관리에 추적

페이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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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학생들. 교사
필요한 페이스 타임 레슨 중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필요로하는 학생들을 식별하고,
건물 학생 인원 팀 회의는 우려되는 모든 학생을 추적했습니다. 을 통하여
전화, 가상 회의 및 학생 인원 팀 회의,
문제가 밝혀지고 정신 건강 지원 직원 (학교 심리학자, 사회
근로자 및 학교 카운슬러)는 지원, 상담 및 자원 제공을 위해
학생과 가족. 학년 말에 행정 및 지원 직원
학생들을 전환시키는 것에 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서로 분명히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원을 활성화
새 학년도에 즉각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유행병의 여름 동안 학생, 가족 및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건강과 씨름하는 직원. 지구는 만들었습니다
가족, 학생 및 교직원을 상으로 한 설문 조사.
COVID가 개인 또는 가족에게 미친 영향에 해 문의합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개인, 직계 또는 가족이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가족이 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관련이없는 경우 COVID 바이러스에 의해 영향을 받음
이번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재정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기간 동안 가족들은 자녀의 행동에 변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학생 및 직원 설문 조사
8 월 14 일에 처리 날짜가 8 월 21 일로 전파되어 비슷한 질문을합니다.
질문. 목표는 가족에게 미리 알림을 발송하고
가장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설문 조사. 에서 컴파일 된 정보를 기반으로
설문 조사, 포인트 사람 (건축 교장 또는 학교 심리학자)이 가족에게 연락 할 것
또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연락하기를 원한다고 표현하는 직원. 우리의 정신 건강 지원 직원은
확인 된 학생에게 필요한 중재 단계를 결정한
개별 설문 조사. 또한 수집 된 데이터는 전문가 유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교수진과 교직원에게 필요한 개발은 물론 건물이 학생들에게
재입국 준비. 여름이 다가 오면 초기 설문 조사에 한 후속 조치로서
진행 중에는 지구 전체에 한 보편적 인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과 가족. 일단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이 처음부터
여름 설문 조사, 지구는 배포 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지구 전체와 Herricks 지구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헤 릭스는 파트너
Northwell Health와 함께 정신 건강 및 행동 지원을위한 외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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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가족 설문 조사

이 설문 조사에서 수집 된 정보는 학군이 학생을 식별하고
사회적 /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이 설문 조사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비밀을 유지하십시오.

각 학교의 정신 건강 팀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요청을 추적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설문 조사를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립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설문 조사는 8 월 7 일까지 완료하십시오.

영어 이외의 언어로이 양식을 보려면 Google을 사용하십시오.
Chrome 브라우저에서 양식을 엽니 다. 양식이 열리면 브라우저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번역"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서 세 개의 수직 점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언어.
* 필수
1. 가을에 자녀 / 아동이 어떤 학교에 다닐 예정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클릭하십시오. *

센터 스트리트
덴턴 애비뉴
시링 타운
중학교
쉘터 락 아카데미
고등학교
2. 귀하 가구의 COVID-19와 계약 한 사람이 있습니까? *
예
아니
3. 가족 중 누군가 COVID-19와 계약 했습니까? *
예
아니
4. COVID-19로 인해 직계 가족이 상실된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
5. COVID-19와 관련이없는 전염병 동안 가족이 상실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
6.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질병 또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COVID-19의 결과? *
예
아니
7. COVID-19의 결과로 가족이 실직 상태가 되었습니까? *
예
아니
8. 귀하 또는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 국내 적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COVID-19 위기로 인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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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9.이 유행성 독감 동안 아이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겪었습니까? 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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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모든 것을 체크하세요. *무기력-저에너지
불안-혼자 있거나 가족과 떨어져있을 의향이 적고 걱정이 커짐
피로-더 많은 수면 또는 어려움
식욕 상실
즐거운 활동에 덜 관심
신체적 불만-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평
설명 할 수없는 폭발 (설명 할 수없는 울음, 과민성, 분노, 정서적 반응성, 높은
민감한)
활동 수준 향상
비애
10. 자녀가 학교에 재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지 걱정하십니까? *
예
아니
11. 자녀가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마스크? *
예
아니
12. 다음 교직원 중 누구라도 귀하 또는 귀하에게 연락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이 / 어린이? *
정신 건강 팀원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지도 카운슬러)
학교 관리자 (교장, 교감)
해당 사항 없음
13. 특정 정신 건강 팀원 또는 관리자가 귀하에게 연락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너의 답
연락처를 요청하는 경우 연락처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이 정보는 기밀이며 해당하는 정신 건강과 만 공유됩니다
팀원 및 건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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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직원 설문 조사

이 설문 조사에서 수집 된 정보는 학군이
각 건물의 사회적 / 감정적 필요. 이 설문 조사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그 로 유지됩니다
익명의 비밀.

각 학교의 정신 건강 팀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되도록이 설문 조사를 완료하는 데 몇 분이 걸립니다.
8 월 21 일까지 설문 조사를 완료하십시오.
* 필수

1. 가을에 어떤 건물로 돌아갈 것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클릭하십시오. *

센터 스트리트
덴턴 애비뉴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58/81

69

시링 타운
중학교
쉘터 락 아카데미
고등학교

2. 귀하 가구의 COVID-19와 계약 한 사람이 있습니까? *
예
아니

3. 가족 중 누군가 COVID-19와 계약 했습니까? *
예
아니

4. COVID-19로 인해 직계 가족이 상실된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

5. COVID-19와 직접 관련이없는 가족이 상실된 적이 있습니까?
감염병 세계적 유행?
예
아니

6.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질병 또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COVID-19의 결과? *
예
아니
7.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 국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COVID-19 위기로 인해?
예
아니

맛있는 녀석들 7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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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과 직접 관련된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 19 감염병 세계적 유행? 해당 사항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
무기력-저에너지
불안-혼자 있거나 가족과 떨어져있을 의향이 적고 걱정이 커짐
피로-더 많은 수면 또는 어려움
식욕 상실
즐거운 활동에 덜 관심
신체적 불만-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평
설명 할 수없는 폭발 (설명 할 수없는 울음, 과민성, 분노, 정서적 반응성, 높은
민감한)
활동 수준 향상
비애

9. 일을 재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까 염려 되십니까? *
예
아니

10.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나 지원을 받으려면
정신 건강 팀원 중 한 명에게 연락하십시오. 항상 그렇듯이
지원 직원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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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학생 설문 조사
이 설문 조사에서 수집 된 정보는 학군이 학생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사회적 /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것은 익명의 기밀 요구입니다
학생들을위한 평가 설문.

각 학교의 정신 건강 팀은 데이터를 검토하고 요청을 추적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연락합니다. 이 작업을 완료하려면 몇 분이 소요됩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최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8 월 21 일까지 설문 조사를 완료하십시오.
* 필수

1. 가을에 어떤 건물에 참석 하시겠습니까? *
중학교
쉘터 락 아카데미
고등학교

2. 귀하 가구의 COVID-19와 계약 한 사람이 있습니까? *
예
아니

3. 가족 중 누군가 COVID-19와 계약 했습니까? *
예
아니

4. COVID-19로 인해 직계 가족이 상실된 적이 있습니까? *
예
아니

5.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질병 또는 지속적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
COVID-19의 결과? *
예
아니

6. 그 결과로 가족이 실직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 코로나 19? *
예
아니

7.이 유행성 독감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 한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주십시오
적용되는 모든 것. *
무기력-저에너지
불안-혼자 있거나 가족과 떨어져있을 의향이 적고 걱정이 커짐
피로-더 많은 수면 또는 어려움
식욕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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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활동에 덜 관심신체적 불만-기분이 좋지 않다고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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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할 수없는 폭발 (설명 할 수없는 울음, 과민성, 분노, 정서적 반응성, 높은
민감한)
활동 수준 향상
다른:

8. 학교 재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까 염려 되십니까? *
예
아니

9. 다음 정신 건강 팀원 중 누구에게 연락을 원하십니까?
지도 카운슬러
학교 사회 복지사
학교 심리학자

10. 특정 정신 건강 팀 구성원 또는 관리자가 귀하에게 연락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 직원의 이름 또는 직책을 표시하십시오.

너의 답
11. 연락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의 이름과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정신 건강 팀원.

너의 답

맛있는 녀석들 75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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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Herricks 커뮤니티의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이 2020-21 학년도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수정 된 일상, 제한된 개인적 상호 작용, 다양한 교수법 및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 스트레스와 외상 경험과 함께 이러한 변화
유행의, 이미 고조된 걱정, 두려움 및 고립의 느낌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분의 느낌. 학교 재개를 계획 할 때 Herricks 공립학교는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정서적 및 신체적 복지.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걱정과 우려, Herricks 관리 및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과의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했습니다. 와 함께
보건 위기에 한 지구의 응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커뮤니케이션은 안심과 연결성을 제공했습니다.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지구의 다양한 의사 소통 및 연결 노력 외에도
커뮤니티와 함께   스트레스 요인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 조사가 배포됩니다.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는 여러 언어로 제공됨).
이 설문 조사는 교육구의 특정 정신 건강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노력을 안내 할 것입니다.
개인 및 / 또는 그룹. 보다 구체적으로, 학군의 학생 인원 직원
학교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및 학교 상담사를 포함한 (PPS)는
데이터 및 추천을 기반으로 개인 및 / 또는 학생 그룹을위한 표적 중재
학생 인원 팀에서. 마찬가지로, 전문 개발 시간은
교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복지 증진
학생들의 회복력과 처 능력을 키 웁니다.

Herricks 공립학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기 위해
다중 계층 지원 시스템 (MTSS). 이 종합적인 학교 상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편적이고 표적화 된보다 집중적 인 개입. Tier 1 수준에서
개입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느낌이 드는 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도움을 구할 수있는 곳
심판. 학생들이 학교로 쉽게 진학 할 수 있도록 PPS 회원은 학부모에게
사회 정서적 학생 개발을 지원하는 자원을 갖춘 직원
사회적, 정서적 및 / 또는 경험이있는 학생들을 식별하기위한 역량 및 프로토콜
행동 문제. 학년 초에 비공식 및 표준화
학생, 학부모 및 교사에게 보편적 인 검사 도구를 제공하여
정신 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신원 확인. 교사와 협력하여
PPS 회원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증거 기반 사회적 감정 학습 전략을 선택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중재. PPS의 교사와 회원은
학교에서 NYSED 정신 건강 교육 문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을 활용합니다.
2 단계 사회적 감정 학습 및 라이온스 퀘스트와 같은 증거 기반 프로그램
건강 위기와 관련된 학생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가 만든 수업
학교로의 전환 (직접 또는 원격 학습). 이러한 중재의 목표는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안녕을 지원하고 개발 및 / 또는 수업을 포함합니다.
처, 탄력성 및 자기 관리 기술 향상. 수업과 자료는

발달 적으로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 PPS의 교사와 회원은
중재에 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기적으로 관찰, 모니터링 및 스크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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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님들도 모니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의 요구와 우려 사항이있는 교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학생들이 사회 정서적 행동 문제를 계속 보여줄 때
Tier 1에 따라 제공되는 보편적 개입,보다 개별적이고 표적화 된 개입은
보증 (Tier 2). 학부모, 교사 및 학생 직원은
보다 집중적 인 정신 건강 지원을 고려하기위한 도전. PPS 회원은
학생의 필요에 해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학생.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학교 심리학자 또는 사회 복지사가 관찰하고
학생을 인터뷰하십시오. 추가적인 표준화 된 스크리닝 기기는
부모의 동의. 학교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단기, 그룹 상담 (5 : 1 ~ 10 : 1), 일반적으로 격주 또는 월 단위. 학교
심리학자 또는 사회 복지사는인지 행동과 같은 연구 기반 전략을 활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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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요구를 해결하기위한 치료, 외상 정보 치료 및 마음 챙김 전략학부모 및 교사와 지속적인 의사 소통을 유지합니다. 또한 추천
정신 건강 자원의 경우, 기관 및 임상의가 부모에게 제공됩니다.

3 단계는보다 중요한 학생들에게 정신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감정 행동 문제. 2 단계에 나열된 동일한 절차가 수행됩니다.
학생을 식별하고 심사합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필요가 높거나 위험한 행동을합니다. 학생들은 단기 추천
개별 또는 그룹 학교 기반 상담 (5 : 1 이하)
2 단계 서비스보다 자주 학생들은 종종 전문적인 배려와
기능적 행동 평가 및 행동 중재 계획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교 심리학자 또는 사회 복지사는 지속적으로 임상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관심사. 외부 정신 건강과의 중재 전략을 조정하기위한 노력
임상의, 의사 및 기관.

학교 / 지구가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과 소개를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행동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락

우리는 사회 정서적 안녕을 우선시하기 위해
학습, 가족 간의 지속적인 의사 소통 방법을 확립해야합니다.
교사 / 직원 및 교육위원회. 부모님들, 선생님들,
코치, 정신 건강 팀 및 관리자는
학생들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학생의 목소리는
연령 에 적합한 그룹.

의사 소통 방법은 아래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권장 사항 직원 및 가족 차트.

● 학부모 / 직원 리소스는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칠판 등. 이러한 자료는 지구가 준비한 소포로 제공됩니다.

맛있는 녀석들 77 회

재 개방 계획 • 2020 년 7 월

우리의지도, 사회 사업 및 심리학 전문가들의 조정 된 팀
부서.

● "환영합니다"비디오 프리젠 테이션이 제작 및 발표 전에 공개됩니다.
학교 시작. 이 비디오는 지구 및 건물 수준에 있습니다. 그들은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건강 및 안전 절차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 전환 비디오 여야합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와 관련하여 학교 환경의 재구성.
목표는 건강과 안전, 위생, 안전한 사회와 관련하여 안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거리 등

● 특히 전환 기간 동안 학생 및 학부모와의 Google 회의 세션
(유치원, 6 학년 9 학년 들어가는 것과)는 , 확립되어야하며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포럼은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이러한 전환에 한 우려와 관련된 질문을합니다
연령.

● COVID-19의 건강 위기와 관련하여 학생들과 화하는 방법에 한 정보
발달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모든 직원에게 제공됩니다
교직원, 사무직, 경비원, 모니터, 보좌관, 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사와 관리인 직원.

● 교직원으로부터 개별 봉사 활동을받은 학생 및 가족 결정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있는 장벽. 직원의 경우지도를 작성해야합니다
연결의 차이를 식별하기위한 기존 관계.
( https://mcc.gse.harvard.edu/resources-for-educators/relationship-mapping-strategy)

● 다양한 직원, 가족 또는 학생 자원 봉사 팀을 구성하여 봉사 활동을 늘리고
학교에서 완전히 참여하지 않은 학생 및 가족과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이 가족들의 필요 사항을 결정하고 미래에 개입하고 회피하는 방법을 확립하십시오
분리 (인터넷 액세스 또는 컴퓨터 / 장치 액세스의 간격).

● Google Meet, 가상 회의 / 이벤트,
소셜 미디어 플랫폼 및 PTA / SEPTA,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mcc.gse.harvard.edu/resources-for-educators/relationship-mapping-strategy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auto&tl=ko&u=https://mcc.gse.harvard.edu/resources-for-educators/relationship-mapping-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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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개방 계획에서 학생과 가족을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등 (태스크 포스)
위원회). 기술 액세스, 언어 (번역 서비스)의 차이 계획
그리고 다른 요구들.

●와의 관계를 육성하는 지역 사회 연락 원의 역할을 확립한다
지역 사회의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다문화, 다문화 단체.

맛있는 녀석들 7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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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및 교직원과의 대화 방법 및
진행중인 COVID-19 공중 보건 응급 상황과 그 이후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을위한 대처 및 복원력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전문 개발

교사 / 직원 및 가족 설문 조사에서 얻은 정보에 따라
우리가 입수 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의사 결정에 한 데이터 중심 접근
직원 / 교사 / 관리자의 지속적인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을 안내합니다.
일년 내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의학적, 사회적, 심리적 또는 교육적 관점에서의 개입
식별 된이 영역에 한 교육을 제공해야합니다.

전문적인 학습을 통해 SEL, 정신 건강, 복지 및 외상에 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반응적이고 회복적인 관행. 우리는 직원들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가족이 파트너십을 공고히하고 지속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
일년 내내. 헤 릭스 공립학교는 일련의 전문가를 조정합니다
재입국의 우려를 해결하기위한 개발 세션 (강의 포함)
개인 및 원격 학습),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 운영 관리 및 사회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의 정서적 안녕. 학생들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과 직원들이이 지역을 Northwell Health Mental Health Crisis와 제휴했습니다.
서비스,   교육 및 훈련을위한 자원으로서의 센터. 여름 내내 전문가
가상 플랫폼을 통해 Nassau BOCES를 통해 직원들에게 개발이 제공되었습니다. 많은
이 주제는 앞에서 언급 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개발은 교육감 회의 일부터 시작하여
학년. 전문 개발은 다양한 발표자, 전문가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신 건강 직원이 개발 한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여름 동안 정신 건강 직원들은 강의실을 개발하기 위해 회의를합니다
기반 및 지역 사회 자원. 건강에 관해 학생들에게 말하는 방법에 한 정보
발달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한 COVID-19의 위기는
교직원, 사무직, 경비원 등 모든 직원
모니터, 보좌관, 버스 운전사 및 관리 직원. 정신 건강 팀은 SEL을 제공 할 것입니다
처 기술과 같은 역량을 다루기위한 1 단계 중재를 지원하는 커리큘럼

탄력성, 커뮤니티 구축, 개인 위생 등 증거 기반 개입 목록
교사 / 임상 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제공됩니다. 또한 리소스 패킷
COVID-19에 해 아이들과 화하고 주소를 지정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만들어 질 것입니다.
학교 재입국, 처 및 탄력성 기술 구축 및 제공에 한 우려
가족에게 자원 / 의뢰.

마지막으로 Herricks Public School District는 최 한의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균형 잡힌 재입국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을 돌보아줍니다.
학교.

맛있는 녀석들 8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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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인적 자원

교사 및 기본 평가 시스템 (교육법
§3012-D / APPR)

연구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여 부서는 잘 설계되고
교사 및 교장 평가 실시 (“연례 전문 성과)
리뷰"; “APPR”)은 교육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목표를 염두에두고, 연례 평가의 일부로 사용되는 조치는
교육구 관리자 및 교육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교육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차례로 이것은
모든 학생들을위한 효과적인 교육자에 한 공평한 접근
성공

전례없는 학교 폐쇄 시간에 LEA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문 직원 평가 및 지원 LEA가 처벌해서는 안되지만
COVID-19 위기에 의해 제시된 학습에 한 도전의 결과로 그들의 교육자들,
그들은 여전히   학생들이 기 하는 것만 큼 효과적으로 교육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사와 학교 지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각.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교육자에게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면
원격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초점 영역을 안내 할 때
학생과 교사가 실제 교실로 돌아 오면 미래의 성장을 위해.

다음 섹션에는 필수 요구 사항 및
2020-2021 학년도를 준비 할 때 LEA에 권장되는 관행.

교육법 3012-d에 따라 허 릭스 학군은
각 학년도에 현재 승인 된 APPR 계획.

인증, 부수적 교습 및 대체 교습

다음 섹션에서는 예비 및 인증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 교직원과 관련된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자,
지구 및 / 또는 BOCES 수준.

Herricks 학군은 교육법 3001을 시행합니다.
Herricks School District는 유효한 뉴욕 주 증명서를 보유해야합니다. 헤 릭스 학교
교육 구는 SIRS 329 직원 인증 보고서를 계속 검토 할 것입니다.
모든 교사가 교육에 적합한 인증서를 보유하도록하는 Cognos
과제.

교육감은 인증되지 않은 과목을 다루지 않는 공인 교사를 지명 할 수 있습니다
10 시간의 수업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자신의 수료증 (사고 교육)
인증 또는 자격을 갖춘 교사가없는 2020-2021 학년도 주
광범위하고 문서화 된 채용 후. BOCES는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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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 인 교육.

교육 구는 유효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체 교사를 계속 고용합니다.
며칠 동안 어떤 용량 으로든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체 교사
한 해에 Herricks 학군에서 한 번의 과제로 40 일 이상
인증을받은 지역에서 고용되어야합니다.

• 유효한 인증서는 없지만 인증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체
학 과정) 매년 6 학기 시간 이상의 속도로

Herricks 학군에서 수일 동안 수용 가능합니다. 그들이 더 고용 된 경우
학년도에 Herricks 학군에서 40 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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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인증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 구는 유효한 교육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체 교사를 고용하지 않습니다.
인증을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학생 교육
• Herricks 학군은 교사가 학생 교사를 환영하도록 권장합니다

2020-2021 년 학교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교실에
년.

• 학생 교사는 격차 해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하도록 권장됩니다
원격 / 온라인 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기록 교사 및
특히이 어려운시기에

• 학생 교사는 학생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교실 수업을 지원합니다

교사는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개발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학생 교사는 모든 교수진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따라야합니다
프로토콜.

시설

학생, 교직원 및 교직원이 직접 교습을 위해 학교 건물로 돌아 오면
이들이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은 다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 및 유지 관리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구는 건강을 따를 것입니다
COVID-19의 확산을 늦추기위한 사회적 거리 및 기타 안전 조치와 관련된 지침.
제공된 지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교육 구는 재배치 및 / 또는 용도 변경
각 건물 내 물리적 공간, 기존 공간 변경, 프로그램 및 운영 변경
필요한 곳에. 교육구의 계획은 화재 안전, 건물 보안 요구 및
COVID-19의 확산을 막기위한 기타 시설 관련 사항.

교육구가 수행 한 특정 이니셔티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구 옥상 장치 및 덕트 공사의 철저한 청소.
-각 체육관 및 덕트의 모든 공기 처리 장치를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교실 유니 벤트 및 옥상 유닛의 에어 필터를 등급이 높은 MERV 13으로 변경
필터.

-모든 교실 유니 벤트가 최적의 작동 및 증가 된 양을 확인하도록합니다.
교실에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었습니다.

-각 시설 전체에 살균제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맛있는 녀석들 8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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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실에서 소독제 디스펜서.
-화장실에서의 터치리스 작동을위한 화장실 및 소변 기용 자동 세척기.
-화장실에서 터치리스 작동을위한 자동 수도꼭지.
-조명 스위치의 터치리스 작동을 위해 조명 점유율 센서가 설치됩니다.
-화장실의 싱크  사이에 설치된 배리어 스크린.
-화장실 소변기 사이에 설치된 배리어 스크린.
-사무용 책상에 설치된 웰니스 스크린.
-각 본사의 프론트 메인 카운터 데스크에 웰니스 스크린 설치
-사회적 거리, 손 씻기 및 CDC 지침에 한 지구 전역의 표지판.
-지구 전체 표면 소독 용 정전기 분무기.
-버스의 표면 및 소독제를 소독하기위한 버스 용 정전기 분무기.
-PPE 소모품 유지 관리 : 일회용 마스크, 일회용 안면 가리개, 일회용 장갑,
일회용 가운, 보안경.

-종이 보호 도어 핸들 쉴드 홀의 디스펜서.
여분의 노터치 적외선 이마 온도계.
-분수 에 잠금 장치.
-교실 용 추가 소독제.

일반 건강 및 안전 보증
교육 구는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지침을 따릅니다. 여기에는 6 번 모임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자주 접촉하는 공간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예방하십시오.
감염의 확산. 이러한 요구 사항은이 부분의 다른 부분에서보다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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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코드 준수
교육 구는 교육구의 검토가 필요한 시설의 변경 사항이나 추가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공간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교육구 설계자와의 OFP (Office of Facilities Planning)
공립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이 2020 뉴욕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주 균일 화재 예방 및 건축법 (BC) 및 주 에너지 절약
암호. 교육 구는 모든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에
변경 사항이있을 경우 교육 구는 제안 된 변경 사항을 OFP에 제출하여 검토 및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승인.

1. 출입구
많은 계단과 복도 문에는 자동 보류 열림 기능이있는 클로저가 있습니다. 이 문들은
일반적으로 열린 위치에 유지되며 화재 경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그만큼
해당 도어의 기능, 위치 및 작동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사용 중에는 만지지 마십시오.

2. 비상 훈련
교육 구는 최선을 다해 표준 운영 및 절차를 수행합니다.
현재 요구 사항을 벗어나지 않고. 화재 (피난) 훈련과 잠금 훈련은
교육법 및 소방법에 의해 요구되며 예외없이 수행되어야합니다. 불
코드 섹션 404는 학교가 화재 안전, 피 및 잠금 계획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잠금 및 피 훈련이 수행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방법
피 훈련 동안 사회적 거리를 조장하고 제공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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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물 수준의 안전 팀 및 Nassau BOCES 보건 및 안전 협력
팀. 모든 변경 사항은 화재 안전 계획에 포함됩니다.

3. 점검
법령은 제출 마감일에 연장을 제공하기 위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상태 조사 또는 육안 검사. 이 기한을 준수해야합니다.

4. 2020 년 예정 납 테스트
현재 2020 년에 납 테스트가 수행되어야하는 법적 요구 사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NYS DOH
규정 67-4, 수중 테스트, DOH에서는 수중 테스트를 수행해야합니다.
건물이“정상적으로 점령”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경우 샘플링을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COVID-19 폐쇄로 인해 건물이 비어 있거나 오랫동안 비어있었습니다.
Lead-in-water 테스트를위한“정상 점유 운영”시뮬레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됩니다. NYS DOH는 학교가 권장 절차를 어느 정도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다시 열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A. 계획 재개를위한 고려 사항

다음은 계획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계획을 개발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감염:

1. 시간 관리 : 가능한 경우, 교육 구는 다음과 같은 시간과 일정을 관리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넓히기 위해 복도 사용을 줄입니다.

2. 문을 열어 두십시오 : 문 레버와 손잡이를 만지면 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줄이려면,
도어가 열린 위치에 고정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이없는 문에서만 허용됩니다
내화 등급이 아닌 클로저 및 도어.

3. 플라스틱 분리기 : 투광성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거리 또는 마스크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쉽게 규제 할 수없는 경우
예를 들어, 개별 화장실 싱크 를 서로 분리합니다. 투광
플라스틱은 2020 BCNYS 섹션 2606을 준수하여 다음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야합니다.
학교의 생활과 안전 기능.

4. 소독제-손 문지름 디스펜서 : 교육 구는 적절한 손 씻기를 제공합니다
시설. 스테이크 시설의 소독 소는 각 시설 및
살균제는 모든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기반 핸드 럽 디스펜서
방과 복도에 제한된 수량으로 설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FCNYS 2020 Section 5705. 알코올 성분의 핸드-루브 디스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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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감독하에있는 본사 및 간호 사실.

5. 문과 다른 회중 장소 : 교육 구는
기열 라인 및 기타 영역은 그룹을 제어하기 위해 과밀 될 수 있습니다.

B. 필요한 광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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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는 교실 및 기타 공간에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만큼
건축법 자체는 지구가있는 사람마다 최소 평방 피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학생 및 교직원 수를 기준으로해야합니다. 개별 객실의 코드 세트 표준
룸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학군은 학군의 건축가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및 방 사용의 변경과 관련된 질문이있는 OFP.

C. 시설 변경 및 취득

사회적 거리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교육 구는 각 건물에서 공간이 사용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학교 학생과 교직원이 차지하는 공간은 2020 New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킵니다.
York State Uniform 화재 예방 및 건축법 및 주 에너지 절약법.

D. 공간 활용 및 / 또는 변경에 대한 변경

학군은 구내 식당, 체육관, 강당 및 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실 공간으로). 사소한 변경 및 공간 분배기의 사용은
기존 강의실에서 활용됩니다. 사회적 거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향상 될 수있다
로비 또는 복도 및 / 또는 내부 공간 / 방.

교육구가 물리적 공간이나 건물에 공간을 변경하면 교육 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십시오.

▪ 기존 교실 또는 공간의 구성 변경 또는 도입
임시 및 / 또는 이동식 파티션; 변경 사항은 현지의 OFP에 제출해야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 및 / 또는 코드 집행 공무원 검토.

▪ 출구, 화재 경보 시스템, 환기 및 조명 수단이 영향을받을 수 있으며
제출 된 모든 계획에 표시됩니다.

▪ 지구 설계자와상의하고 평면도를 OFP에 제출하여 승인을받습니다.
▪ COVID-19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제출 될 때“COVID-19 다시 열기”로 표시됩니다.

OFP. “COVID-19 Reopening”으로 표시된 프로젝트는 NYSED에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임  시설, 모듈 식 건물, 텐트, 추가 및 변경에는
의도 (LOI) 및 일반적인 프로젝트 제출 요구 사항 사전 심사가 면제됩니다.

▪ 이동식 파티션 (체육관, 식당, 도서관 교실 분배기) 설치 및
기열 바리케이드는 FP-AU 양식과 일치하는 약식 제출을 요구해야합니다.

시설 사용 승인 요청.
▪ 식당, 도서관, 강당 및 체육관 사용 : 전체 방의 평면도
출구 통로가있는 가구 배치를 보여주는 승인은 OFP에 제출해야합니다.
조명, 환기, 출구 및 화재 경보 범위를 표시해야합니다.

E. 우주 확장

지구가 사회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평방 피트를 확 해야하는 경우
(예 : 건물 추가, 임  공간, 이동 가능한 교실 단위 또는 텐트와 같은 공간)
학군 직원이 차지하는 모든 공간에 한 다음 요구 사항 및 학생은
고려된다 :

▪ 코드 검토 : 법령에 따라 NYSED의 시설 계획 부서는 검토하고 승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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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된 공간이 화재 코드를 충족시키는 위의 유형의 프로젝트.
▪ 외부 임  요건 : 외부 시설, 교육구 또는 기타 해당 학교

NYSED 시설 계획 실 (OFP)의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연락해야합니다.
임시 분기 (TQ) 프로젝트 제출을 제출하십시오.

이러한 사이트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려면 TQ 제출에는 다음을 제출해야합니다.

▪ OFP 양식 FP_AU 시설 사용 승인 요청;
▪ 건축 품질 평면도;
▪ 현장 계획;
▪ AHERA 계획;
▪ 화재 안전 보고서;
▪ 미국 장애인 법 준수 확인;
▪ 지역 법 당국 점유 증명서; 과
▪ 공간 사용 승인.
▪ 참고 : 기존 건축법의 점유 변경이 적용되는 경우 (예 : 사무실)
또는 B- 점유에 한 E- 점유), 구조 창, 접근성,
스프링클러 또는 비상 음성 경보 통신과 같은 화재 예방 시스템
시스템 또는 환기로 인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학군 또는 기타 해당 학교는 COVID-19 프로젝트를 "COVID-19"로 식별해야합니다.
필요한 자료가 검토를 위해 OFP에 제출되면 다시 열어야합니다.

▪ 고려중인 모든 시설의 예비 평가는 OFP와상의하십시오.
임 . 모든 임  시설은 검토 및 승인을 위해 OFP에 제출해야합니다.

교육 구는 건축가 / 기록 엔지니어와상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필요한 자료가있는 경우 COVID-19 프로젝트를 "COVID-19 재개"로 식별합니다.
검토를 위해 OFP에 제출되었습니다.

F. 추가 공간을위한 텐트

임시 텐트와 영구 텐트 모두 코드로 규제되며 건물에 제출해야합니다.
허가. 텐트를 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음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 임시 구조물과 텐트는 180 일 이내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건축법
3103.1 절은“보다 작은 기간 동안 세워진 텐트와 막 구조를 나타냅니다.
180 일은 NYS 소방법을 준수해야합니다.”

▪ 화재 코드 (FC) 31 장에는 텐트 및 기타에 한 광범위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 구조. FC 섹션 3103.2는 임시 승인 및 승인을 나타냅니다.
텐트가 필요합니다. FC 섹션 3103에는 임시 텐트 및 섹션에 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04에는 영구 텐트에 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들은 건축에 한 요구 사항을 포함
문서, 진입로, 위치, 좌석 배치도, 출구, 조명, 출구 표지판,
건설 및 사용.

▪ 영구 텐트는 막 구조로 간주되며 건축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섹션 3102 및 기타 해당 섹션.

▪ 교육 구는 디자인 전문가와상의하여 제출 도면을 준비해야합니다.
OFP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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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에 다음 정보가 표시되어야합니다. 치수, 최소
다른 구조물과의 거리, 텐트 측면 (예) (아니오), 사용 기간, 유형
사용 / 활동, 앵커리지, 출구 수, 각 출구 폭, 테이블 / 의자 / 내용,
배치, 소화기 위치, 탑승자 부하, 난방 또는 조리 장비,
유틸리티, 출구 표지판, NFPA 701 테스트 / 라벨 / 인증.

▪ 텐트가 전자 점유에 사용되는 경우, 교육 구는 지방 자치 단체와상의해야합니다
코드 집행자는 기계적 열 및 환기를위한 코드 호환 설계를 제공합니다.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70/81

84

조명; 비상 조명; 힘; 화재 경보; 배관; 필요에 따라 등등.▪ 지구는 반드시 건축가와상의하고 OFP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지구는
기존 및 제안 된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건축 적 품질 평면도를 제공
출구 통로가있는 가구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공간 사용. 조명, 환기, 수단
출구 및 화재 경보 범위가 표시되어야합니다.

G. 배관 시설 및 비품

화장실 및 싱크대
건물에 사용 가능한 최소 개수의 화장실 비품
건물 코드에서. 특정 상황에 따라 일반적인 최소 요구 사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건물의 화장실 비품의 총 개수가 이미
건축법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 금액 또는 (2) 건물 점유
부분 원격 학습 또는 축소.

빈번한 손씻기는 COVID-19, 싱크  및 비누의 확산을 피하기위한 핵심 구성 요소이므로
입주자를 항상 구축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구 사항
▪ 화장실 및 싱크  수는 뉴욕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주 건축법.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설계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레이아웃이나 픽스쳐 수를 수정하기 전에.

▪ 모든 임시 시설은 시설 계획 실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식수 시설
급수 는 코드가 요구되는 배관 설비입니다. 100 개당 하나의 분수가 필요합니다.
탑승자. 식수 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합니다.
건물의 모든 거주자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 :

▪ 식수 는 병 필러가있는 장치로 교체 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컵에 생수 나 물을 일회용 컵에 공급
위치는 수용 가능한 체 소스입니다.

H. 환기

업계 모범 사례에 따라 MERV 13 필터가 HVAC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도입 된 신선한 공기의 양을 늘리기 위해 시스템 및 공기 처리 장치가 조정되었습니다.
교실로. 교사와 교직원은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과 다른 시설로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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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영양

성공적인 영양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교육 환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학습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습과 연구를 향상시킵니다
학생들이 영양이 풍부 할 때 학업 적으로 가장 잘 수행됨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재 개방 계획은 식량 지원이 필요하고
식품 서비스 운영을 현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자원 및 유연성 고려
원격 학습자를위한 식사 분배 시스템 또는 동시에 둘 다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주 또는 전국 면제를 활용하고 학교 정책, 표준 운영 절차 업데이트
아동 영양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기위한 교육.

교육구의 계획 :
▪ SFA에 등록한 모든 학생들에게 매일 학교 급식을 제공합니다. 이
학교 출석 학생과 원격 학습 학생이 포함됩니다.

▪ 모든 해당 건강 및 안전 지침을 다룹니다.
▪ 외부 공간에서 식사를 제공 할 경우 음식 알레르기가있는 학생을 보호하기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카페테리아.

▪ 학생들이 손 위생을 수행하기 전후에 프로토콜과 절차를 포함합니다.
식습관, 적절한 손 위생 증진 방법 및 식습관 공유 방법
음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 다음 그룹 이전에 세척 및 소독이 필요한 프로토콜 및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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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역에 식사를 제공하는 학생들의 수▪ 아동 영양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합니다.
▪ 여러 수단을 통해 가족과의 의사 소통을 설명하는 프로토콜을 포함합니다.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

재 개방 계획을 수립 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식사 혜택을 누릴 수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료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돌아 오면 학군은
모든 식사가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로 제공되지 않을 수있는 가족.

▪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교육 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 할 것입니다
방법 (예 :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이메일, 로보 콜, 뉴스 레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학군 내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됩니다.
명확하고 쉽게 액세스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형식입니다.

▪ 식품 서비스 책임자는 특정 담당자를 식별하고
가족의 의사 소통에 응답합니다. 연락처 정보는 모두에 포함됩니다
가족과 교직원에게 제공되는 서면 자료.

▪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프로그램 별 정보를 개발합니다.
같이:

o 식사 가능
o 지불 방법
단품 판매
o 외부 음식을 건물로 가져오고
o 식사 서비스 중 방문객에 한 제한.

▪ 이제 더 많은 가족이 공공 보건 비상 사태 이전보다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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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변화.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학군은 가족들에게
지금 또는 언제라도 무료 또는 할인가 식사를위한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학년도이며 가족이 식사를 마칠 수있는 여러 기회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혜택.

▪ 신청서는 온라인과 각 학교의 프론트 오피스, 전화 및
신청시 가족을 돕기위한 직접 지원이 제공됩니다.

교육 구는 재 개방 계획을 개발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안전 및 위생
√ 학교 주방, 식당, 음식 위생을위한 표준 운영 절차 업데이트
창고 및 중앙 생산 주방.

√ 온도계, 알코올 와이프 또는 기타 장비와 같은 추가 장비 나 소모품을 확인하십시오

음식,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비.
√ 안전 장애가있는 심각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특별한 급식 필요를 고려하십시오
식사 시간에 위생 요구는 동료의 요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매 지점 / 수령 지점에 방벽을 설치하십시오 (시설 안내 섹션 참조).
√ 식품 서비스 지역에 얼굴 마스크, 비누, 손 소독제 및 티슈를 충분히 공급하십시오.

(건강 및 안전 섹션 참조).
√ 테이블, 의자, 카트를 포함한 높은 접촉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운송 및 서비스 지점 터치 패드.
√ 알림 청소를 위해 타이머를 사용하십시오.
√ 모든 음식을 취급하거나 배달 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음식을 취급하거나 배달 할 때 일회용 앞치마를 착용하십시오.
√ 프로그램 스태프, 관리인 및 승인 된 자원 봉사자 만 프로그램 영역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십시오.

음식 서비스 직원
√ 인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하십시오.
√ 직원들이 보건 및 안전에 관한 교육구 정책 및 프로토콜에 해 교육 받도록하십시오.
√ 식품 서비스의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직원을 검토하고 재교육하십시오.
√ 핵심 훈련이 필요할 때 교차 훈련 프로그램 직원이 필수 활동을 수행하도록 고려

부재 또는 응급 상황.

공급 업체 및 공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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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업체 및 공급 업체에 연락하여 특정 서비스 / 제품의 가용성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변경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 식품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배송을 처리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 직접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배달 할 수있는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국립 학교 점심 프로그램에 대한 USDA 면제 승인
√ SFA 계획에 해 NYSED 아동 영양 국에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통지하십시오
운영에 필요한 포기 :

o 비 단체 사료
o 식사 시간 유연성
o 량 식사에는 비 단체 및 식사 시간 면제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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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모 / 보호자 식사 픽업
식사 패턴 유연성
o 고등학교에 한“제공  제공”유연성

식사 서비스
√ 표준 운영 절차를 포함하도록 지구, 헌장 및 현장 식품 안전 계획 수정

교실에서의 식사 서비스, 식당에서의 추가 식사 서비스 절차, 사회
식사 준비 및 배달, 수령 및 보관 중 거리 및 PPE.

√ 식사가 식사 패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매 식사마다 생산 기록을 작성해야합니다.
√ 식당 밖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한 식사 계산 절차를 개발하십시오. 절차

자격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무료 / 감소 / 유료 상태.
√ 카페테리아 라인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지불금이 수령되고 영수증이 발행되며 돈이 확보됩니다.
√ 특별한식이 요법 (예 : 음식 알레르기)이있는 아동에 한 문서화 된 요청은
수용.

√ 온라인 학교 지불 시스템의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구내 식당의 각 어린이가 지불 한 금액 신 현금이나 수표를 고려하십시오
학급 교사가 수금하여 식당에 보냅니다.

현장에서 소비되는 식사
√ 식사가 제공 될 장소 (교실, 식당, 기타)를 평가하십시오.
√ 공용 테이블, 샐러드 바 및 기타 셀프 서비스 냉장고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단하십시오.
음식과 조미료를위한 뷔페.

√ 학생들 사이에 음식을 나누지 마십시오.
√ 위생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관리인과 협조하십시오.
√ 테이블, 의자 및 기타 자주 닿은 딱딱한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학생 그룹.
√ 식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액세스 포인트를 늘리십시오.
√ 식품 서비스 지역에 다음과 같은 물리적 거리 조정 가이드를 제공하십시오 :

o 바닥에 테이프
o 간판
o 테이블 간격을 늘리거나 테이블을 제거하거나 테이블을 닫힌 것으로 표시하거나 물리적 인 공간을 제공
테이블 사이의 장벽

√ 출납원과 서버가 각 트레이에 놓는 미리 정해진 양념을 사용하십시오.
√ 빠른 픽업을 위해 카운터 나 트레이 라인에 식사를하십시오.
√ 복도 나 체육관에서“Grab and Go”키오스크를 고려하십시오.
√ 교사가 교실에서 식사 주문을하고
이메일, Google 문서, SharePoint 등을 통한 주방

√ 건물 출입구 또는 보안 검문소에서 학생 식사 픽업을 고려하십시오.
√ 학생의 급식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직원과 조정

장애.
√ 학생들이 교실에서 식사 할 때 :

o 알레르기 증상을 포함한 식품 알레르기에 한 교사 및 점심 모니터 교육
음식에 한 반응.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73/81

87

맛있는 녀석들 90 회

재 개방 계획 • 2020 년 7 월

88

o 모든 비 식품 서비스 직원에게 식사 서비스 관련 활동을 교육 시키십시오.
책임.

o 비 식품 서비스 직원이 구현할 수 있도록 포스터 또는 기타 보조 도구를 얻거나 개발
식사 서비스.

현장 밖에서 소비 된 식사 (면제 선택)
√ 서비스 방법을 평가하십시오 (손잡이, 커브 사이드 픽업 등).
√ 학교 급식 분배 사이트에 접근 할 수없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십시오.

√ 며칠간의 식사를 위해 상자 나 용기에 포장 된 벌크 식사

한 때.
√ 학생이 직접 또는 원격으로 참석하는 하이브리드 상황에서 영역을 만듭니다.

가족이 어디에서든 음식을 받기 위해 쉽게 끌 수있는 콘이나 표지판
학생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 연석 픽업을위한 식사를 테이블 위에 놓거나 차량 트렁크에 놓으십시오.

아동 영양-학교 점심
개요

모든 새로운 안전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모든 학생들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
절차와 지침이 최우선입니다. 교육 구는 많은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했습니다
아동의 재 개방 계획을 개발함에있어 안전, 위생 및 식사 서비스에 관한 것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양 :

√ 2 차 레벨의 판매 지점 / 수령 지점에 방벽을 설치하십시오.
√ 식품 서비스에 얼굴 마스크, 비누, 손 소독제 및 티슈를 충분히 공급하십시오.

영역 (건강 및 안전 섹션 참조).
√ 테이블, 의자, 절연체를 포함한 높은 접촉면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운송 업체 가방, 운송에 사용되는 카트 및 POS (Point-of-Service) 터치 패드.

√ 모든 음식을 취급하거나 배달 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음식을 취급하거나 배달 할 때 일회용 앞치마를 착용하십시오.
√ 온라인 학교 지불 시스템의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학생들 사이에 음식을 나누지 마십시오.
√ 테이블, 의자 및 기타 자주 닿은 딱딱한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학생 그룹.

√ 식품 서비스 지역에 다음과 같은 물리적 거리 조정 가이드를 제공하십시오 :
o 바닥에 테이프.
o 간판.
o 테이블 간격을 늘리거나 테이블을 제거하거나 테이블을 닫힌 것으로 표시하거나 물리적 인 공간을 제공
테이블 사이의 장벽.

o 교육 구는 항상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 (6 '간격)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없으면 학교에서 식사를합니다.

√ 미리 정해진 양념을 사용하십시오.

2020-2021 학년도 식사 서비스 하이라이트
• 초등 및 중등 수준에서는 점심 만 제공됩니다.

맛있는 녀석들 9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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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매일 점심을 가져와야합니다.

• 점심 식사, 부모 또는 다른 제 3 자에 의한 식사 또는 음식 배달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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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일 중 캠퍼스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점심 시간.

• 점심은 교실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책상과 책상에서 제공됩니다.
카페테리아와 2 차 레벨의 다른 공동 구역. 초등학생
책상과 회의실 설정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 새로운 온라인 메뉴 및 주문 시스템 (Meals Plus / Linq Solutions)은
수동 주문 양식을 제거하고 더 많은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현
여러 언어로 각 메뉴 항목에 한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포함
음식 알레르기가있는 학생들을 보호하십시오.

• 식사 선택은 전날 오후 10시에 온라인으로 마감됩니다.

• 모든 지불은 온라인 지불 포털 MySchoolBucks를 통해 수금됩니다.
부모는 새로운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두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COVID-19와 온라인 결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구는
MySchoolBucks는 2020 년 9 월과 10 월에 한 온라인 사용자 요금을 면제합니다.

• 단순하고 간단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따뜻한 식사 옵션 1 개, 델리 1 개가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햇볕에 쬐기 및 젤리 옵션 매일. 샘플 메뉴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일품 요리는 초등이 아닌 중등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 샐러드 드레싱을 제외한 모든 조미료는 사전 포장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동봉 된 컵.

• 점심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손을 씻을 것입니다.

• 학생들 간의 음식 공유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식사 후 교실 책상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 건강과 안전의 정신에서, 수업 일 동안 방문객은
건강, 안전 및 교육 목적으로 입학이 필요한 사람들.

안전 프로토콜 및 절차, 즉 학생들이 어떻게
식사 전후의 손 위생, 사회적 거리를 두는 등

맛있는 녀석들 9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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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 (예 :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이메일, 로보 콜, 뉴스 레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학군 내 가족이 명확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형식으로 사용하는 언어.

궁금한 점, 의견 또는 우려 사항이 있으면 푸드 서비스 디렉터에게 문의하십시오.
또는 자녀의 교장 또는 사업 부교육감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 메뉴, 주문, 결제
새로운 온라인 주문 시스템 인 Meals Plus / Linq Solutions가 학부모에게 제공 될 예정입니다.
교사와 직원. 디지털 메뉴를 통해 부모는 월별 메뉴를 볼 수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영양가와 알레르기 항원을 여러 언어로 확인하십시오. 부모님을 격려합니다
서비스 전날 오후 10 시까 지 온라인으로 점심 주문을합니다. 점심 주문은
학부모, 교사 및 교직원은 온라인으로 하루 전과 일주일 전까지 사전에 예약합니다. 학생이
주문이없고 학교에 점심을 가져 오지 않은 경우, 사전 주문 명단은
아침에 선생님이 마지막 순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점심 식사
일일 식사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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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는 서비스 전날 오후 10 시까 지 온라인으로 점심 주문을하도록 권장됩니다.
점심 식사 주문은 부모님, 교사 및 직원이 전날과 일주일 전까지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2. 오전 교사는 주문을 보장하기 위해 Meals Plus / Linq 솔루션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점심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시각.

3. 점심은 각 학생의 이름이 적힌 일회용 일회용 상자에 넣고
각 교실로 이동하기위한 절연 가방.

4. 점심과 수업 명단은 수업 전에 배정 된 각 점심 모니터에 의해 픽업됩니다.
격리 된 백에 예정된 점심 시간.

예 : Searingtown을 갖는 O를 3 유치원 4 1 번째 급 부 (교실).

K 1 O를 일 성적 점심 시간 오전 11시 20분입니다

o 7 개의 라벨이 부착 된 절연 백은 카페테리아에서 모니터를 수령 할 준비가됩니다.
오전 11:15

5. 수업 모니터는 주문한 식사를 나누어주고 명단에서 각 학생을 확인합니다
식사를받는 사람. 로스터는 주방 관리자를 위해 가방에 넣어야합니다.

6. 학생들은 책상을 떠나지 않아야합니다. 점심 모니터는 식사를
학생들.

7. 점심을 먹은 후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시설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각 교실을 청소하고 소독하십시오.

8. 모든 절연 가방은 식품 서비스 직원을 위해 각 교실 문 외부에 배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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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러.

메뉴
매일 따뜻한 식사 옵션 1 개, 델리 샌드위치 1 개, 일광욕 용 버터 및 젤리 옵션이 제공됩니다. 모두
아동 영양 프로그램에 따라 우유 및 과일 옵션으로 식사가 통합됩니다.
요구 사항, 간단한 단순한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샘플 3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주주기 메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치킨 슬라이더
고구마
감자 튀김

강낭콩

마카로니
치즈

세 콩
샐러드

모짜렐라
스틱

마리 나라 소스
구운 옥수수

치킨 스트립
감자 튀김
구운 것
브로콜리

피자 베이글
당근 스틱

치킨
너겟
빵 스틱
강낭콩

타코 화요일
구운 국자
검은 콩

프렌치 토스트
칠면조 소시지

버거
해시 브라운
구운 옥수수

팝콘
치킨

고구마
감자 튀김
구운 것
브로콜리

피자 스퀘어
당근 스틱

바삭한 치킨
샌드위치에

WW 롤빵
고구마
감자 튀김

강낭콩

햄버거
감자 튀김
병아리 콩 샐러드

피자 크 런처
마리 나라 소스
구운 옥수수

오븐 튀김
치킨
감자 튀김
구운 것
브로콜리

피자 베이글
당근 스틱

무료 및 축소 된 자격
더 많은 가족이 공공 보건 비상 사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받을 수 있습니다.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76/81

91

경제의 변화. 또한 공중 보건 응급 상황에서 식사 혜택은
무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돌아 오면 모두
모든 어린이에게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또는 학년도 중 언제든지 무료 또는 할인가 식사. 신청은
온라인과 각 학교의 프론트 오피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 및 직접 지원
신청시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현장 밖에서 소비 된 식사 (면제 선택)
중등 수준과 같은 하이브리드 상황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석하고
원격으로 이동하는 식사는 매일 고등학교 뒤편에서 픽업이 가능합니다.
연석 픽업을위한 배송 / 로딩 도크. 학생들은 사전 주문을 권장합니다. 또는
무료 및 할인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날마다 이틀간의 식사를 미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세션에서.

맛있는 녀석들 9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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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유행성 학교 재 개방 계획을 위해 스쿨 버스는
교실. 따라서 학교 건물에 적용되는 많은 권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와 빈번한 청소는 학교 버스뿐만 아니라 교실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학생 교통 수단은 특히
노숙자 학생, 위탁 양육 학생, 비공개 및 전세 학생 수송
학교 및 장애 학생.

교육 구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송에 관한 기존의 명령을 이행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 가정에서 노숙자 (McKinney-Vento) 학생이 장애를 갖고 참석 한 학생
비 공립 학교 및 차터 스쿨. 이러한 의무를 충족시키는 것은 확실하게 제기 할 것이지만
도전 과제에 따라 이러한 기 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구는 계획해야합니다
따라서.

A. 필수 요구 사항 재개

스쿨 버스
▪ 가면을 착용하고 가능한 경우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하는 학생
격려됩니다.

▪ 지구 및 계약 항공사가 매일 사용하는 모든 버스는 청소하고
하루에 한 번 소독하십시오. AM 및 PM 실행 후 고 접점을 닦아내야합니다.
소독 일정에 따라 예를 들어, 일부 버스는 다음 사이에 청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버스는 PM 실행 후 청소 / 소독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버스는 가연성 성분으로 인해 손 소독제를 장착 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 또는 지구에 한 잠재적 책임. 스쿨 버스 운전사, 모니터 및 교환 원은
학교 버스에 개인 손 소독제 병을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 휠체어 스쿨 버스는 휠체어의 사회적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 배치를 구성해야합니다.
6 피트.

스쿨 버스 직원
▪ 스쿨 버스 운전사, 모니터, 교환 원 및 기계공은 자체 건강 평가를 수행해야합니다.
직장에 도착하기 전에 COVID-19의 증상. 직원이
COVID-19의 증상은 고용주에게 알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 스쿨 버스 운전자, 모니터, 승무원 및 기계공은
옵션 페이스 실드.

▪ 운송 직원 (운전자, 모니터, 승무원, 기계공 및 청소기)이 교육을 받고
개인 보호 장비, 표시 및
COVID-19의 증상 및 사회적 소란의 적절한 사용.

▪ 운송 부서 / 운송 회사는 다음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합니다.
버스의 운전자, 모니터 및 승무원을위한 마스크 및 장갑,
파견 사무소, 직원 점심 / 휴식 실과 같은 운송 장소의 모든 직원
및 / 또는 버스 차고.

▪ 아동과 직접 신체적으로 접촉해야하는 운전자, 모니터 및 승무원은
장갑.



7/31/2020 • 2020 년 7 월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f 77/81

92

맛있는 녀석들 95 회

재 개방 계획 • 2020 년 7 월

93

교통 학생
▪이 안내서의 건강 및 안전 섹션에 요약 된 로 모든 부모와 보호자
자녀가 다음과 같은 증상이나 징후를 보이지 않도록해야합니다.
COVID-19 및 방법에 탑승하기 전에 100도 이상의 열이 없습니다.
학교까지의 교통.

▪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가능한 경우 스쿨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할 수없는 학생들
덮음이 손상 될 수있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안면 덮음을 의학적으로 용인하는 것
신체 건강 또는 정신 건강은 얼굴 덮개를 사용해야하는 상이 아닙니다.

▪ 마스크가없는 학생은 교통편을 거부 할 수 없습니다.
▪ 마스크가없는 학생은 교육구에서 제공해야합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하는 장애가있는 학생은 강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하거나 운송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교통 경로
▪ 해당 학군이 원격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회의중인 경우, 학생 교통편을 제공해야합니다
비공식, 교구, 사립, 차터 스쿨 또는 개별 교육을받은 학생
학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 세션에서 회의를하는 학군 외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구가 아닌 경우.

▪ 모든 학생들은 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구를 통해 교통편을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 계획을 개발할 때 다음과 같은 모범 사례를 고려하여
감염의 전염 :

스쿨 버스
▪ 온도가 45도 이상인 경우 스쿨 버스는 지붕이있는 승객을 운송해야합니다.
공기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해치 또는 창을 약간 엽니 다.

스쿨 버스 직원
▪ 운전자, 모니터 및 승무원은 장갑을 착용 할 경우 장갑을 착용 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학생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한.

▪ 운송 직원은 출발 전과 후에 비누와 물로 손을 씻도록 권장받을 수 있습니다
AM과 PM이 건강을 유지하고 한 사람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행 된 후
다음. 다음과 같은 경우 세균이 다른 사람이나 표면에서 퍼질 수 있습니다.

o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및 입을 만지십시오.
o 오염 된 표면이나 물체를 만지십시오.
o 코를 불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 다른 사람의 손을 만지거나
공통 객체.

교통 학생
▪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 나 자녀는 함께 앉도록 권장됩니다.
▪ 마스크가없는 학생에게는 운전 기사 / 모니터 / 교환 원이 마스크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의료 적으로 얼굴 가리개를 견딜 수없는 사람
신체 건강 또는 정신 건강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얼굴의 필수 사용 상이 아닙니다.
피복. 이러한 상황에서는 좌석이 재 배열되어 학생이
마스크는 다른 학생들과 사회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 학생들은 학교 버스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과 같은 버스 규칙을 상기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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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제거해야합니다.
▪ 학생들이 버스를 타거나 내릴 때 사회적 거리를 두는 프로토콜을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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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하면 정류장에서 버스를로드 및 언로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다음은
일단 학생들이 교통 수단에서 내리면 제안 된 프로토콜 :

o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착 및 출발 시간을 엇갈리게하십시오.
o 다음으로 운송되는 학생들을위한 로딩 및 언 로딩 위치를 재구성하십시오
버스, 자동차 또는 보행자입니다.

o 학생들이 건물이나 교실에 들어올 때 손 소독제 사용을 장려하십시오.
스쿨 버스에서는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 교통 경로
▪ 계약 운송에 추가 및 삭제 조항을 사용하여 라우팅 요구 사항을 구성하십시오.
학교 일정, 비틀 거리는 시작 시간 및 가상 학습 일에 따라 지구
증가 된 여정이 필요할 때 학생 운송 부서에 부록을 제출해야합니다.
학생 운송 계약 비용 증가.

▪ 학군은 학생에게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추구해야합니다
지구 노선, 지방 자치 단체 계약, 피기 백의 창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인구
계약 또는 중 교통.

예산 및 재정 문제

경제 개요
국가 경제와 뉴욕주의 경제는
3 월 이후 진행된 COVID-19 위기와 다양한 완화 노력
2020.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그 영향이 어느 정도 개선 될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입니다.
그것은 지속될 것이며, 국가 경제의 어떤 부문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받을 것입니다.

뉴욕 주 교육 금융 정책의 기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재개를위한 가장 책임 있고 유연한 예산 계획을 개발하십시오. 경제
주 전역의 학군 인구 통계는 가장 부유 한 학군과는 매우 다릅니다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태 원조 공식은
가장 부유 한 지구는 더 적은 국가 원조를 받고 지역은 적은 지역 재정을
더 많은 수용 능력.

뉴욕 주 정부 운영은 많은 수입원을 혼합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개인 소득세, 판매 세, 법인세, 사용자 수수료 및 연방 보조금 포함
자격. 이러한 각 소스는 경제 변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받습니다.
COVID-19로 인한 상태 활동.

B. 학군 재정 준비
학군에 한 재정 전망의 또 다른 주요 요소는 미지정의 가용성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해 마련된 예비 기금. 개별 지구
상황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 중심의 탈퇴에 관한 규칙 완화
예비비는 향후 몇 년 동안 지구 예산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국가 원조의 증가 전망 감소,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법률 제정. 지구가 예비 기금 중 얼마를 투자해야하는지 고려할 때

맛있는 녀석들 97 회

재 개방 계획 • 2020 년 7 월

어느 학년도 나 위기라도, 그들은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C. 2020-21 제정 된 주 예산
2020 년 1 월 Cuomo 주지사의 행정 예산 제안은 처음에 주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2020-21 학년도 학교 보조금의 8 억 8 천만 달러 또는 3 % 증가. COVID-19 위기로
최종 예산이 제정되기 전에 계획된 증가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
학군에 무제한 기금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학교 보조금 배정
법정 수준의 상환. 주 지원금의 감소는
긴급 연방 기금의 증가.

D. 전염병 조정 및 CARES 법 기금
State Aid는 2020-21 학년도“Pandemic을 통해 총 110 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학교 교육구 보조금 할당을 줄인 조정.
연방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 (CARES 법) 자금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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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런 다음 각 지구에는 많은 양의 연방 기금이 배정되었습니다CARES 법 초등 및 중등 학교 긴급 구호의 조합을 통해
기금 (ESSERF) 및 총재 응급 교육 구호 기금 (GEERF). 결과적으로
학군은 주 지원금의 감소를 경험할 것이나
이 연방 보조금의 금액. 그러나 CARES 법은
비 공립 학교에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자금의 일부.

E. 추가 원조 감소
2020-21 제정 예산에는 예산 책임자,
입법부의 개정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영역에서 지출을 줄입니다.
실제 수입이 가정 한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들어 오면 주 예산의
집행 예산에서. 2020 년 4 월 현재이 예상 총 부족액은 134 억 달러였습니다.
2020-21 주 회계 연도. 위에서 언급 한 조치로이 격차가 약 12   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다른 예산 조치와 함께 남은 간격은 82 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결석
추가 연방 지원, 예산 부서는 학교 보조금의 추가 감축,
예상 예산을 없애기 위해 메디 케이드, 사회 서비스 및 교통 수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갭.

F. 180 일 일정 및 주 정부 보조 목적 출석 보고서
학군은 특정 등록, 출석 및 학교 일정 정보를
국가 원조 관리 시스템 (SAMS). 이 데이터 제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와 다릅니다
절차, 제공된 기본 데이터는 다른 모든 출석보고와 일치해야합니다
요구 사항.

최소 연간 수업 시간 요구 사항 및 180 일의 세션 요구 사항도
둘 다 SAMS를 통해보고되었습니다. 2019-20 학년과 2020-21 학년 동안 학군은
평균에 제공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각 개별 학생에 해보고하지 않고 학생. 규제 변경에 따라
2020 년 7 월 13 일에 이사회가 긴급 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학군은 신청 자격이있을 수 있습니다
2019-20 및 2020-21의 최소 교육 시간 요구 사항 면제
학군이“교육구의 결과로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없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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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에 해 선언 된 긴급 상태에 따라 주지사의 행정 명령
1920 년 법 제 107 장에 의해 개정 된 위기 또는 교육법 §3604 (8)에 따라,
또는 COVID-19 위기의 결과로 시행 된 재 개설 절차”. 성공적인 신청
면제의 한도는 교육구를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감소하는 원조로부터 보호합니다
수업 시간 요구 사항. 그러나, 180 일의 세션 요건은 법령이며
2020-21 학년도에는 현재 학교를 허용 할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학기 내내 180 일 미만의 수업을 제공하는 학군.

G. 출석률이 국가 원조에 미치는 영향
학군은 학생들이 집에 머무르기로 선택한 영향에 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염병 동안 상태 원조 계산을합니다. 상태 보조 공식은 여러
출석은 학군에 한 원조 할당량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 전체에 걸쳐
70 %는 주로 Foundation Aid에서 평균 일일 회원 또는 지구 등록을 기준으로합니다.
이는 학군에서 학생 등록을 측정 한 것이며 출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조 식은 출석률에 영향을받지 않아야합니다. 일부 수식은 매일 평균을 사용합니다.
환급률 계산에 한 출석 및 교육법 §3602 (1) (d) (2)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위원이 계산에“학교 출석이 있었던 날을 제외 할 수 있도록”
전염병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NYSED는 제안 된 COVID-
이사회에 의해 고려 될 수 있도록 9 월에 그러한 규정에 한 구체적인 변경.

H. NYSED 이외의 활동에 대한 유연성
예산과 재정 문제는 거의 모든 운영 및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만
프로그램 영역, 법률, 규정 및 비즈니스 규칙은 부분
주 교육부. 다음은 권장 사항이있는 몇 가지 영역입니다.
주 정책 입안자들이 추가로 고려해야 할 NYSED 직원 :
▪ 예비비 : 즉시 사용에 일시적인 유연성을 제공하기위한 고려
지정 또는 제한 준비금, 및 정해진 기간 동안 자금을 상환하기위한 요구 사항
시각.

▪ 운송 문제 :이 안내서의 운송 섹션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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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의 계약 채택 및 능률적 인 버스 운전사 추구에 한 유연성
새 버스를 고용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 부서와의 라이센싱 프로세스
운전사.

▪ 개인 보호 장비 (PPE) 및 기술 구매 : 더 많은 방법 제공
이 분야의 서비스 확 에 한 BOCES의 공유 서비스 계약 및 부담 완화.

I. 예산 이체의 유연성
2020-21 년에 지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비용이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바른 계정 코드. 특히, 추가 장비에 한 필요성이 위에서 언급되었다.
필요한 추가 장비에 해서만 2020-21 학년도 예산 이전에 한 유연성
(주로 건물의 재 개설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됨) 학군을 도울 것
그 위치에. 역사적으로 학군은 돈을 이체 할 수 없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비재무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장비 계정 코드로
(일반적으로) 비 우발적 광고 항목으로의 이전은 금지됩니다. 또한 학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하기 위해 상태 지원 하드웨어를 최 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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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세금 징수
학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은행이나 도시와 같은 다른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학군
직접 수집 할 수있는 용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지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징수 절차를 통해 그들이 직면 할 수있는 문제 나 문제를 예상하고
주민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납부 할 수있는 능력.

K. 다른 고려 사항
기존의 모든 주 원조보고 요건 및 마감일을 유지해야합니다. 데이터의 내용
제출물은 법률에 의해 수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관행과 거의 일치합니다.
규제 또는 행정 명령.

PPE, 운송, 식품 서비스 및 기타 완화 요구에 한 추가 비용은
필요한. 학군은 추가 주 또는 연방 지원이 있다고 가정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2020-21 학년도에 이미 예산이 책정 된 것 이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계획해야 함
그에 따라 필요합니다.

L. 차터 스쿨
학군 학교는 학생의 청구서에 따라 차터 스쿨을 계속 처리해야합니다.
교육법 §2856 및 커미셔너 규정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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