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rth Penn 가족 여러분께, 

 

비록 계획했던 바와 다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두 즐겁게 여름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이곳 NPSD에서 2020-2021학년도에 수업을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불확실성 문제 때문에 

이전과 달리 훨씬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NPSD는 수업 정상화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된 전담 프로젝트팀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소위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보건 및 안전에서부터 수업 일정 및 교통편 설정 등에 이르기까지 각각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위한 일정 관리 소위원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2020-2021학년도의 수업을 위한 세 가지 대안으로써 대면 수업, 혼합형 

수업 및 원격 수업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일정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로부터 각 

수업의 잠정적인 계획에 대한 초기 피드백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통신문과 

부교육감 Todd Bauer 박사의 첨부 영상은 현재 7학년-12학년을 위해 고려 중인 계획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비 단계일 뿐이므로, 여전히 답변드려야 할 사항과 

해결해야만 하는 우려 사항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및 

중학교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를 위해 개발 중인 계획도 최대한 빨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포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등학교(7학년-12학년) 

 

“전통적인” 대면 수업   

학생들은 정상 일정에 따라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알기 전까지는 책상 간격, 교실 내 학생 수 및 점심 급식 등의 여러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여름에는 이에 

대한 세부사항이 결정될 것입니다. 

혼합형 수업 개념 

● 학생들은 6일간의 학습 주기에서 4일 동안 NPSD 담임 교사가 지도하는 

캔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동기형 온라인 학습(지정된 시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학교 수업과 동일한 일정)에 참여합니다. 이 학습에는 영어, 

사회, 수학 및 과학의 네 가지 핵심 과목에 대한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https://youtu.be/hs0nO0DqleM


● 학생들은 North Penn 교사들이 학습 주기 동안 2회, 또는 6일간 2회 

가르치는 NPSD 대면형 수업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 수업은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온라인 학습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에 각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이러한 혼합형 수업 방식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또 어떤 과목을 핵심 과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 학생들은 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허용하는 일부 고등학교 내 

공간에서 혼합형 수업에 참석하게 됩니다. 

● 또한 학생들은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North Montco Technical Career 

Center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1. 소규모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내내 마스크 착용 필수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시행 

2. 친구들 및 NPSD 교사들과 일정 수준의 대면 교류 

3. 코로나 19 확산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활한 변경이 가능한 

프로세스 

 

North Penn 가상 아카데미(North Penn Virtual Academy, NPVA) 

● NPVA는 7학년-12학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교과 

영역에서 지도 경력을 가진 NPSD의 Northbridge School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수학, 과학, 영어, 사회, 미술, 보건/체육. 

● 이 프로그램은 Edgenuity 플랫폼과 커리큘럼을 수업의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 수업은 비동기식으로 이루어지며(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간에 로그인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가상 

환경에서 교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 NPVA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는 학생들이 매일 지정된 시간에 교사들과 

만나서 개인 지도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NPVA 학생들은 

North Penn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 또한 NPVA 학생들은 NPSD의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학생들의 출석 및 학습 참여도/진행 상황은 NP 관리팀, 

카운셀러 및 교사들이 모니터링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옵션에 대해 각각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여기에 첨부된 설문 조사를 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묻는 설문 조사입니다. 또한 추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한지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향후 몇 주 동안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중학생들에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수립될 예정입니다.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2020년 7월 3일 금요일까지 설문 조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NorthPennStrong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urtis R. Dietrich 박사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