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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NIE BRAE 2021 학교 복귀를 위한 
초등학교 

가족 안내서 
이안내서에 있는 정보는 자녀가 학교로 복귀할 때 가족들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안내서에는 학교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가정에서 취해야 할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간을 내어 안내서에 있는 정보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 자녀가 다시 등교할

때 학교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도록 권장합니다 . 자녀에게 궁금한

점이 있는지 물어보고 안전한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자녀와 공유하기 바랍니다 . 자녀가 낮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 , 손 씻기 

및 기침과 재채기 가리기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와 토론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들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FCPS 는 대면 수업을 위한 학교 재개에 대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 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 완화 전략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 반드시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자주손 씻기

• 밀접 접촉을 피하기

•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을 때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과 재채기를 가리기

• 청소및 소독

• 매일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LS-Schools-Bonnie Brae-Return to School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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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A 

GroupB 

ES Concurrent Instructional Schedule 

Thursday Friday 

10nline Online· 

동시 학습 

추가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함에 따라 , 우리는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2 일은 학교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을 그리고 2 일은 가정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을 받는 모델인 동시 학습을 채택할 
것입니다 . 동시 학습 모델은 현재 여러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동시 학습은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에도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로그인 ”할수 

있도록 하여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 (대면 수업 2 일, 온라인 수업 2 일)을 받을수 있는기회를 
최대화합니다 . 교사가 주도하는 동시 학습은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습 모델입니다 . 

초등학교의 동시 학습 일정: 학교에서의 2 일간 수업 및 가정에서의 2 일간 온라인 수업 – 모두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임 . 

월요일: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학생들은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임 . 

100% 온라인 수업 
계속하여 100% 온라인 수업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을 4 일 동안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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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수업 및 대면수업을 위한학습 일정견본 

수업 일정 견본 

시간 대면 수업 학생들 온라인 수업 학생들 

9:00-9:10 건강 상태 점검 학생의 독립적 학습 

9:10-9:30 아침 모임 아침 모임 

9:30-10:00 특화 수업 특화 수업 

10:00-10:45 과학/사회 과학/사회 

10:45-10:55 점심시간 준비/손 씻기 학생의 독립적 학습 

10:55-11:25 점심시간 점심시간 

11:25-11:35 정리/손 씻기 학생의 독립적 학습 

11:35-1:00 영어 영어 

1:00-1:10 10 분 휴식 시간 학생 휴식 시간 

1:10-1:40 특별 과목 시간 특별 과목 시간 

1:40-2:10 쉬는 시간 학생 휴식 시간 

2:10-2:15 손 씻기 학생의 독립적 학습 

2:15-3:20 수학 수학 

3:20-3:25 하교 준비 학생의 독립적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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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안전 규약 

청소 규약 

FCPS 청소 담당자는 학교 건물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건물 관리인들은 매일 효과적인 

소독제 및 살균 제품을 사용하며 살균 노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음 단계들을 수행합니다 : 모든 표면 , 문, 
변기 및 손잡이를 철저히 소독하고 살균하고 모든 제품이 항상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화장실을 더 자주 살균하고 소독 ; 문손잡이 , 유리, 엘리베이터 버튼 , 문, 탁자, 의자 및 전등             
스위치와 같이 자주 만지는 표면에 대한 집중적인 청소 . 주간 건물 관리인들은 하루 종일 자주 만지는     
모든 표면들을 지속적으로 소독하고 살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 FCPS 는 학교의 환기를 위한 건강 및  
안전 지침을 업데이트하였으며, 학교 시설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 와 미국 난방 , 냉동, 냉방,             
엔지니어 협회의 지침 및 제조 업체의 권장 사항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학교 환기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능한 한 많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제한된 경우 , 학생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여 교직원이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영아를 돌봐야 하는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다른 모든 경우에는 가능한 한 6 피트의 사회적 거리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 가능한 한 언제나 6 피트 간격유지 ; 학생 그룹 간의 제한된교류 .
• 건강 및 안전 규약을 준수하는 버스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
• 책상/좌석은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하여 최대 6 피트 거리 간격을유지 .
• 등하교 시간을 포함하여 복도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학생 이동 경로를 설정 .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와 논의하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 

일반적인 상호작용 (손잡기, 포옹, 하이-파이브 , 다른 학생들과 가까이 앉기 )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교 관계자 또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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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안전 규약 

점심시간 

학생들은 가능한 한 소그룹으로 교실에서 점심 
식사를 할 것입니다 . FCPS 는 모든 학생에게 

빠르고 간편한 급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학교와 버스 노선을 따라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빠르고 간편한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쉬는 시간 

현재 놀이터 구조 (대형 구조 기구 , 그네, 정글짐 , 
등등)의 사용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형 기구 
사용이 허용되면 , 이에 관한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 직원들은 FCPS 교직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 학생들이 밀접한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게임이나 
활동을 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 각각의 코호트 
그룹/학급은쉬는시간에사용할수있는 그룹 /학급 
자체의 기기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 
(훌라후프 , 줄넘기 , 농구공 , 등등) 또는 짝을 이루어 
“발 사용 ”만 가능한 품목 (축구공 , 놀이터 공 )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 기기/장비들은 사용 
중간 중간에 그리고 사용 후에 소독해야 합니다 . 
야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없다면 , 
누구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신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0 피트의 거리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간헐적으로 밀접한 접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위험을 완화하도록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쉬는 시간 동안 
교직원의 감독하에 항상 10 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일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교실로 
복귀하기 전에 적어도 20 초 동안 비누로 손을 씻을 
것입니다 . 

화장실 

FCPS 청소 담당자들은 화장실을 더 자주 살균하고 
청소할 것입니다 . 청소 규약에는 모든 표면 , 문, 
변기 및 손잡이를 철저히 소독하고 살균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제품이 항상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서관 

학교 도서관 사서들은 온라인으로 , 학생들의 

교실에서 ,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전 지침을 
준수하며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도서관 서비스 

및 학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 도서관 직원들은 

유아원생부터 2 학년생의 도서 대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 3-12 학년생들은 접촉을 제한하는 무인 
자동 대출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 대면 수업을 받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학교 건물 입구에서 대출할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합니다 . 도서관에 반납된 
도서들은 학생들에게 다시 대여되기 전에 7 일 

동안 따로 보관하는 기간을 가질 것입니다 . 
교직원은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도서 대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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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보건실 

보건실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학교 보건실 

보조사가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 FCPS 는 격리실에 

직원을 배치할 것입니다 . 전문적인 치료 , 약물 투여 
및 응급 치료가 필요한 개별화된 의료 계획 또는 

조치 계획을 가진 학생들은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들은 자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을 학교에 복귀하기 전에 또는 등교 첫날에 
학교로 가져와야 합니다 . 

건강 검사에 관한 약정서 
자녀가 대면 수업을 받도록 선택한 
학부모/보호자들은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때 건강 검사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약정서 (Parent/Guardian Health 
Screening Commitment form) 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이 

양식은 자녀를 학교로 보내기 전에 매일 자녀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자녀가 아플 때에는 자녀를 

가정에 둘 것이라는 학부모 /보호자의 동의와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이러한 건강 상태 

검사는 가정에서 매일 실행하리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매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버스 교통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버스 수용 인원은 줄게 될 
것입니다 . 학교 버스 승차 시 학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학교 버스의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 관한 정보는 학교 및 

ParentVUE ( 학부모 열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Here Comes the Bus 앱 이용이 가능하며 이 

앱은 학교 버스의 도착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학교 

버스의 수용 인원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요건으로 인해 수업 시간 일정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수업 시간 일정의 변경은 대면 수업을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100%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 

또한, 남은 학년도 동안에는 양쪽 학부모가 메모를 

제공하더라도 버스를 타지 않는 다른 학생의 버스 
승차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등하교 

걸어서 또는 버스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1 번 

입구로 출입해야 합니다 . 자동차로 등교하는 

학생들은 건물 옆쪽의 키스 앤 라이드 차선을 
이용하고 그쪽의 입구로 건물에 들어올 것입니다 . 
건물에 많은 방문자가 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학부모들이 자녀를 교실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학교 학용품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실 
품목들 

학생들은 자신의 필수 학용품들에 이름이 적힌 

견출지를 붙이고 잘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학용품을 책가방에 보관하고 매일 학교에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 전자 기기 , 장난감 , 책, 게임 또는 

학습 보조 도구들은 깨끗하게 닦거나 소독하지 

않는 한 ,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 
학생들은 학교에서 사용할 자신의 물병을 

가져와야 합니다 . 식수대는 가능한 경우 물병에 

물을채우는 데사용할수있지만 ,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식수대에서 직접 물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대신 개인 물병을 사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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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가족 | 안전 규약 

마스크 

2 세 이상의 모든 학생은 학교 소유지 (FCPS 시설 내 , FCPS 가 

제공하는 교통편 , 학교후원활동 포함 )에 있는 동안 마스크 (천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 )를 착용해야 합니다 . 학교는 스스로 마스크를 
제공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의학적 상태로 

인해 마스크 착용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학생은 의학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의사의 서면 진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옆의 그림은 권장하는 마스크 유형과 권장하지 않는 마스크 유형을 

보여줍니다 . 

손 씻기 

학생들은 코를 풀거나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한 후 ; 식사 전 , 교실에 들어온 후 , 적어도 20 초 동안 

비누로 손을 씻을 것입니다 . 학교 시간중에손을씻을수 있는휴식시간이제공될것입니다 . 
손 소독제 자동 분사기가 학교 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교실에서는 1 갤런짜리 펌프식 손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 노트북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대면 수업으로 복귀하는 

학생들은 FCPS 가 제공한 노트북을 매일 학교에 가져오고 집으로 가져가 디지털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 학생들이 교실에서 사용할 준비가 되도록 노트북은 매일 아침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공유하는 표면 /공간의 수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전자 기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기기에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손 소독제를 기기에 직접 바르지 않기 바랍니다 . 
학부모들은 알코올 물티슈 또는 소독 물티슈를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노트북과 키보드를 부드럽게 닦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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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가족 | 안전 규약 

Bonnie Brae 초등학교 방문자 

모든 방문자는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건강 검사 

질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모든 방문자는 학교 
소유지 및 FCPS 시설 내에서 마스크 (천마스크 

또는 일회용 마스크 )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가 

없는 방문자에게는 학교에 들어올 때 일회용 

마스크가 제공될 것입니다 . 방문자 출입은 필수 
활동을 위한 경우로만 제한될 것입니다 . 

정신 건강에관한 자원 
지역 위기 상황 연결 (CrisisLink) 상담 전화선 : 703-
527-4077 

위기 상황 문자 : 85511 로 NEEDHELP ( 도움 

필요)라고 문자를 보냄 

Dominion 병원 응급실 : 703-538-2872 

Inova 응급실 : 703-289-7560 

모바일 위기 전화선 : 703-573-5679 

전국 자살 예방 생명의 전화선 : 

1-800-273-TALK 및 1-800-SUICIDE

Merrifield 센터 응급 서비스 : 703-573-5679, TTY 
(문자 전화 ) 711 

Bonnie Brae 초등학교 정신건강및건강증진팀 : 
https://bonniebraees.fcps.edu/student-services/mental-
health-wellness-
team?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 
=&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연락처 
출석 전화선 : 703-321-3939 및 온라인 출석 양식 : 
https://bonniebraees.fcps.edu/absence-or-late-arrival-
form 

중앙 사무실 : 703-321-3900 

팩스 번호 : 703-321-3997 

보건실: 703-321-3910 

Bonnie Brae 초등학교 웹사이트 : 
https://bonniebraees.fcps.edu/ 

Bonnie Brae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협회 (PTO) 
웹사이트 : https://www.bonniebraepto.org/ 

https://bonniebraees.fcps.edu/student-services/mental-health-wellness-team?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s://bonniebraees.fcps.edu/student-services/mental-health-wellness-team?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s://bonniebraees.fcps.edu/student-services/mental-health-wellness-team?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s://bonniebraees.fcps.edu/student-services/mental-health-wellness-team?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s://bonniebraees.fcps.edu/absence-or-late-arrival-form
https://bonniebraees.fcps.edu/absence-or-late-arrival-form
https://bonniebraees.fcps.edu/
https://www.bonniebraep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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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플 경우 

학교에있는 동안 아프게될 경우 
화씨 100.4 도 이상의 발열 , 새로운 오한 , 새로운 기침 , 새로운 인후염 , 새로운 근육통 ,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메스꺼움 , 설사를 보이는 학생들은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 학부모/보호자들은 통보를 받을 
것이며 통보를 받은 후 1 시간 이내에 자녀를 데려가야 합니다 . 학부모들은 중앙 사무실에서 체크인을 
해야 합니다 . 학생이 학교 시간 중에 아프게 되면,  FCPS 는 Fairfax 카운티 보건국 (FCHD) 이 제공한 규약을 
따릅니다 . 각 사례는 FCHD 가 확립한 전염병 및 접촉자 추적 규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 
FCPS 는 학부모 /보호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보건국의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www.vdh.virginia.gov 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아픈 학생 
학생이 집에서 아프게 되면 등교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 학부모들은 학교에 연락하여 자녀의   
결석 사유를 보고해야 하며 , 학생의 질병과 관련하여 학교에 연락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가 학교로 복귀할 때 ‘학교/어린이집 복귀 허가서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양식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작성해야 하며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시기를 학교에 

알려줄 것입니다 . 

아픈 후학교 복귀 
가족들은 학교 보건팀으로 확인된 FCHD 공중 보건 간호사 (PHN) 및 학교 보건실 보조사 (SHA) 로부터 
학생이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지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은 다음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학교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 학생이 코로나 -19 에대한음성판정을받은경우 또는

•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학생을 진찰하였고 코로나 -19 의 증상이 아니라고 기록한 경우 또는

• 다음이 모두 사실일 경우 :
1. 처음증상을 보인후 최소 10 일이 지났음 그리고

2. 해열제 복용 없이 24 시간 동안 열이 없었음 그리고

3. 증상이 호전되고 있음

코로나-19 로 진단받은 학생은 다음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학교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 
• 처음증상을 보인후 최소 10 일이 지났음 그리고

• 해열제 (예: 타이레놀 , 이부프로펜 ) 복용 없이 24 시간 동안 열이 없었음 그리고

• 학생의 증상이 호전되고 있음

코로나-19 에 노출된 학생: 
• 가족의 누군가가 코로나 -19 로 진단되었거나 학생이 노출된 경우에는 학생이 가족 구성원에게

마지막으로 노출된 후 14 일 동안 반드시 집에 머물러야 함

http:www.vdh.virgini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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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아플 경우 (계속됨) 

교실에서의 코로나 사례에 대한 대응 

하나의 코로나 확진 사례에도 , 그 학급은 확진 사례가 확인된 날로부터 최대 14 일 동안 100%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학교 보건팀으로 확인된 FCHD 공중 보건 간호사 (PHN) 및 학교 보건실 

보조사 (SHA) 는 이 기간 동안 우리 학교의 접촉자 추적 과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 공중 보건 간호사가 

확인한 교직원들 , 학생들 및 교통편 직원과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추가의 직원들은 이 코호트 그룹의 
일부로써 온라인 학습 또는 재택근무로 전환될 것입니다 . 이러한 사람들은 FCHD 의 지시에 따라 통보를 

받게 될 것이며 학교 공동체 또한 코호트 그룹에서 코로나 사례가 발생하였고 접촉자 추적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 접촉자 추적 , 청소 및 소독이 모두 완료되면 , 코호트 그룹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대면 수업으로 복귀할 시기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 이러한 과정의 소요 
시간은 FCHD 가 진행하는 역학 조사 및 접촉자 추적 결과에 따라 14 일보다더 적게걸릴수도있습니다 . 
학교 공동체 역시 접촉자 추적이 완료된 사실과 추가의 권장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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