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LCOME TO PHASE3 AT SBCE



학교담당자

Who to Contact

숙제에관한질문 담임선생님 선생님들의이메일주소는학교

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합니다. 

온라인플랫폼접속에관한질문 담임선생님 선생님들의이메일주소는학교

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합니다. 

인피니티캠퍼스및학부모포탈접속에관한

질문

Debra Clark, 데이타클락 clarkd@fultonschools.org

커리큘럼에관한질문 Sarah Gruber, CST grubers@fultonschools.org

아이들의사회적감정적변화에관한질문 Erin Howell, 카운셀러 howelle@fultonschools.org

504 프로그램에관한질문 Erin Howell, 카운셀러 howelle@fultonschools.org

special education에관한질문 Donna Rhein, Instructional Support 

Teacher

rheind@fultonschools.org

지역사회정보에관한질문 Ken McGee, 소셜워커 mcgeek@fultonschools.org

추가결석, 학교규칙, 버스운행에관한질문 Lindsay Kyle, 교감선생님 kyle@fultonschools.org

기타모든질문들 Bridgette Marques, 교장선생님 marquesb@fultonschools.org

테크놀러지문제 FCS Remote Learning Hotline (470) 25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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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재오픈계획

 Phase 2 –현재

스킵하기로결정

 Phase 3- 9월 21일

예상날짜

 Phase 4- 10월 5일

 F2F – 10월 14일



PHASE 3 각학생별학교에오는순서

Phase 3 기간동안학생들이학교에오는순서는다음과같습니다. 

 September 21 및 Phase 3  기간동안매주월요일등교 – 라스트네임 A-E 또는같은거주지 (Group 1)

 September 22 및 Phase 3 기간동안매주화요일등교 – 라스트네임 F-K 또는같은거주지 (Group 2)

 September 23 및 Phase 3 기간동안매주수요일등교– 학생전원 URL 수업 /대면수업없음

 September 24 및 Phase 3 기간동안매주목요일등교– 라스트네임 L-P 또는같은거주지 (Group 3)

 September 25 및 Phase 3 기간동안매주목요일등교– 라스트네임 Q-Z 또는같은거주지(Group 4)

http://x-apple-data-detectors:/0/
http://x-apple-data-detectors:/2/
http://x-apple-data-detectors:/4/
http://x-apple-data-detectors:/6/
http://x-apple-data-detectors:/8/


학교시간
7:10-2:20

카풀시작 7:10

수업시작 7:40

학교스케줄
Phase 3 기간동안학교스케줄은
아이들의점심, 스페셜, 런치등
스케줄을위해원래마스터

스케줄대로돌아갑니다. 학년별
자세한스케줄은커리큘럼
나이트에서알려드립니다. 

급식
아침및점심식사가제공됩니다. 

메뉴는카운티에서발표하는대로
바로 SBCE 웹사이트에게시됩니다. 

버스운행
버스운행스케줄은현재카운티
웹사이트에서확인가능합니다. 



SIMULTANEOUS 

INSTRUCTION

(동시수업) 
대면수업

Face to 

Face

선생님들의직접강의

Opening

Direct Instruction

온라인
수업

Remote

학생들학습시간

Work Period

마무리 Closing

소그룹및개별상담

Small Groups & 

Conferencing



SAFETY FIRST

 모든학생들과교직원들은 “ mask down’ 시간을제외하고는반드시

마스크를착용해야합니다. 현재마스크다운 (마스크벗는

시간)시간은학생들의점심시간과리세스타임에한정되어있습니다. 

 학생들에게자신의마스크를걸수있는파란색마스크스트랩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학교에있는동안최소 4번은손을씻어햐합니다. 

 학교도착시

 점심식사전

 리세스이후

 하교전

 매일무작위로학생들열체크

 학생들이마스크를잊어버리고안가져온경우, 학교에어린이용
마스크가있습니다.

 PTA에서선생님들에게페이스쉴드및 3단투명보호막을
제공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스몰그룹으로학생들을지도할때
안전을위해마스크이외에도 추가로지원되었습니다.

 격리실이필요한경우, 격리실은 클리닉바로맞은편에있습니다.



SAFETY FIRST

 교직원들은세부청소체크리스트를활용하여, 카운티에서

승인한청소용품을사용하여,  표면을효과적으로

닦습니다. 

 구역은클래스이동시청소되고또한매일학교가끝난뒤청소합니다.

 안전수칙을지킬것을격려하기위해학교건물곳곳에

사인과포스트들이설치됩니다.

 손씻기

 사회적거리두기

 물병에물을채울때만식수대(Water fountain) 사용가능

 한방향으로이동사인

 안전규칙을위한발자국프린트사인 Painted pawprints 

 손세정제스테이션이복도및건물곳곳에설치되어

있습니다.



교내이동

TRANSITIONS

 학생들은교내에서이동시팔길이정도의거리간격을

유지하여이동합니다. 

 선생님들은학생들에게팔을벌려거리를가늠할수있게연습을시킬
예정입니다. 

 학생들은이동할때항상거리간격을두고걸어야합니다. 

 학생들은오른쪽방향으로복도및바닥, 벽에부착된

사인을보고한방향으로이동합니다. (우측통행) 

 복도에있는화장실사용을모니터하기위해, 화장실사용

시간을계획에따라사용합니다. 



LUNCH

 학생들은스티커가부착된지정된좌석에하나건너하나씩
앉습니다.(방향은하나씩건너썩지그재그로앉습니다.

 점심시간은마스크를벗는시간이기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매우중요합니다. 따라서추가로아이들을
안전하게돕기위해추가로교직원들이카페테리아에
배치됩니다. 

 학생들은점심전에반드시손을씻어야합니다.

 학생들은손을들지앉으면, 자신의자리에서일어날수
없습니다. 

 학생들은카페테리아에가기전에마스크를반드시쓰고, 먹는
동안은벗고, 다시교실로돌아갈때마스크를착용합니다. 

학생들의마스크스트랩이제공됩니다. 

 카페테리아에서의좋은행동을격려하기위해골든스푼
어워드를계속합니다. 



RECESS

 학생들이지정된클래스와함께놀때는지정된구역에서

로테이션하는스케줄이적용됩니다. 

 학생들은지정된구역에서만놀아야합니다. 

 학생들은리세스전에손세정제로손을소독하고교실로

돌아오기전에손을씻습니다. 

 리세스기구와놀이터기구들은정기적으로청소합니다. 

 카운티가이드라인에의하면, 리세스시간에는마스크를

쓰지않아도됩니다. 학생들은마스크스트랩에마스크를

걸고마스크스트랩을리세스시간동안은셔츠안에집어

넣습니다. 









▪ 담임선생님들은 SEL(사회적감정적감정에대한학습) 커리큘럼에
따라 Student Success Skills을가르칩니다.

▪ Student Success Skills은매주아침미팅에서가르칩니다. 

▪ Student Success Skills 수업은카운셀링이나테라피의형태가
아닙니다. 

▪ SSS 수업은학생들의아래와같은기술을쌓는데도움을줍니다. 

• 감정에대해정확하게인지하기
• 힘들감정들을다스리기
• 회복력을쌓기
• 자기인식에대한기술을쌓기
• 문제해결에대한협력
• 자기성찰적인학습전략
• 소유에대한개념

▪ 이수업은학생들과중요한대화로이어질수있습니다. 

▪ 저는이과정에서학생들과선생님들을지원합니다. 
School Champion:

Ms. Rosario (2nd grade teacher)

School Champion Support:

Ms. Howell (School Counselor)

STUDENT

SUCCESS

SKILLS



학생지원

STUDENT

SUPPORT

▪ 직접적인지원
▪ 개인미팅
▪ 소규모그룹
▪ 교실수업

▪ Chris180 – 교내테라피서비스



참석해주셔서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은아래

카운티의 FAQ를

참고하세요. 

https://www.fulton

schools.org/F2FElec

tion

(한국어버전 FAQ는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https://www.fultonschools.org/F2FEl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