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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 
 

2019-2020 학년도가 6 월에 종료될 당시, 우리는 2020-2021 학년도 시작과 함께 학교가 일부나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었습니다. 아마 일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우리들 각자와 

가족들에게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번 학년도를 시작하려는 접근법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6 월에 학교를 닫은 이후 교육 및 학습 태스크 포스팀은 새로운 학년도 시작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동안 정보와 지침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수업 전달 모델을 탐색하고, 고려하고, 커뮤니티와 

공유했습니다. 각 모델의 교육적인 장점과 안전 고려사항들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이 문서에서 공유하려는 

학교 재개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및 가족 가이드”라는 본 문서는 2020-2021 학년도를 

시작하기 위해 실시할 예정인 4 개의 수업 전달 모델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위사히콘 교사가 가르치게 

될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될 중학교 및 고등학교 100% 가상 모델이 첫 번째 마킹 기간을 통해 실시될 것입니다. 

이때 재평가를 통해 두 번째 마킹 기간 동안 혼합 모델을 실시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의 

방향이 어떻든 위사히콘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대면 학습과 가정 학습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 재개에 대한 수업 계획이 마련된 만큼, 우리는 각 모델이 우리의 아들딸에게 풍부하고 강력한 교육 및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사히콘의 모든 학생들이 현재의 팬데믹에서 자유로운 

교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2020-2021 학년도 시작을 위해 

8 월 31 일에 모든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Gary W. Abbamont, 교육학 박사 

부교육감 

Wissahickon School District 

 

 

 

 

 

 

 

 

 

 

 

 

“격려, 참여, 탁월” 

참여하고 완전한 잠재력을 향하여 앞서갈 수 있도록  

학생을 격려하는 배움의 커뮤니티 

 



 

3 

 

목차 
 

파트 I: 학생 일정 

학생 일정 .................................................................................................................... 5 

• 초등학교의 위사히콘 교사와의 100% 대면 일정 ............................................................................... 5 

• 초등학교의 위사히콘 교사와의 100% 가상 일정 ............................................................................... 6 

• 100% 가상 초등학교 프로그램의 개요 ................................................................................................. 7 

• 중학교의 위사히콘 교사와의 100% 가상 일정 ................................................................................... 8 

• 고등학교의 위사히콘 교사와의 100% 가상 일정 ............................................................................... 9 

 

파트 II: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 ................................................ 10 

• 소개........................................................................................................................................................... 10 

• 위사히콘 학군의 사명 ............................................................................................................................ 10 

• 목표........................................................................................................................................................... 10 

•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 ..................................................................................................................... 11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 ...................................................................................... 11 

• 커리큘럼 및 수업 .................................................................................................................................... 11 

• 동기식 프로그램 ..................................................................................................................................... 13 

• 학생 학습의 평가, 피드백 및 성적 매기기 ......................................................................................... 13 

• IEP/GIEP 학생 또는 504 계획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 지원 ........................................ 14 

기술 수업 도구 ........................................................................................................ 14 

• 동기식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 ................................................................................................ 14 

• 비디오 컨퍼런싱과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 ....................................................... 17 

• 원격 교육 및 학습 에티켓 ..................................................................................................................... 18 

• 원격 교육 및 학습 중 기술 지원 액세스 ............................................................................................. 19 

학생들에 대한 기대사항 ........................................................................................ 19 

• 일일 출석 ................................................................................................................................................. 19 

• 기술 관리 ................................................................................................................................................. 20 

• 참여........................................................................................................................................................... 20 

• 과제 완수 ................................................................................................................................................. 20 



 

4 

•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 20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기대 ................................................................................... 21 

자원 ........................................................................................................................... 21 

• 학생 복지 지원 ........................................................................................................................................ 21 

• 안전 계획 ................................................................................................................................................. 22 

• 학교 행사 ................................................................................................................................................. 22 

• 연락처 정보 ............................................................................................................................................. 23 

 

 

 

 

 

 

 

 

 

 

 

  



 

5 

파트 I: 학생 일정 
초등학교의 위사히콘 교사와의 100% 대면 일정 

본 프로그램 제공 옵션에서 K-5 학생들은 매일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샘플 일정은 귀하 자녀의 실제 일정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강 첫 날에 일정은 받게 됩니다. 학생 교실에서 가르치게 될 대부분의 앙코르 수업(미술, 

안내, 도서관, 음악)의 경우 안전 프로토콜이 마련될 것입니다. 건강 및 체육은 밖에서(날씨가 좋은 경우), 그리고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30 분 동안 점심 식사를 할 것입니다. 아침 또는 오후에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통상 20 분의 휴게 시간을 갖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 문제 때문에 모든 학년의 학생에게 

더 많은 통상적인 야외 휴게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일정  1 학년 일정 

수업 LG 및 SG BB 및 SC 수업 LG 및 SG BB 및 SC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영어 8:45-10:00 8:50-10:05 영어 8:45-11:05 8:50-11:10 

PIE – 개인/소그룹  10:00-10:30 10:05-10:35 점심 11:05-11:35 11:10-11:40 

점심 10:30-11:00 10:35-11:05 수학 11:35-1:00 11:40-1:05 

수학 11:00-12:15 11:05-12:20 PIE – 개인/소그룹 1:00-1:30 1:05-1:35 

영어 12:15-12:40 12:20-12:45 앙코르 1:30-2:15 1:35-2:20 

앙코르 12:40-1:25 12:45-1:30 사회/과학 2:15-3:00 2:20-3:05 

영어 1:30-2:15 1:35-2:20 오후 체크인 3:00-3:15 3:05-3:20 

과학/사회 2:15-3:00 2:20-3:05    

오후 체크인 3:00-3:15 3:05-3:20    

      

2 학년 일정 3 학년 일정 

수업 LG 및 SG BB 및 SC 수업 LG 및 SG BB 및 SC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수학 8:45-10:30 8:50-10:35 영어 8:45-10:55 8:50-11:00 

과학/사회 10:30-11:15 10:35-11:20 앙코르 10:55-11:40 11:00-11:45 

영어 11:15-11:40 11:20-11:45 과학/사회 11:45-12:15 11:45-12:20 

점심 11:40-12:10 11:45-12:15 점심 12:15-12:45 12:20-12:50 

영어 12:10-1:50 12:15-1:55 과학/사회 12:45-1:05 12:50-1:10 

PIE – 개인/소그룹 1:50-2:20 1:55-2:25 수학 1:00-2:35 1:05-2:40 

앙코르 2:20-3:05 2:25-3:10 오후 체크인 2:35-2:45 2:40-2:50 

오후 체크인 3:05-3:15 3:10-3:20 PIE – 개인/소그룹 2:45-3:15 2:50-3:20 

      

4 학년 일정 5 학년 일정 

수업 LG 및 SG BB 및 SC 수업 LG 및 SG BB 및 SC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수학 8:45-10:05 8:50-10:10 PIE – 개인/소그룹 8:45-9:15 8:50-9:20 

앙코르 10:05-10:50 10:10-10:55 앙코르 9:15-10:00 9:20-10:05 

PIE – 개인/소그룹 10:50-11:30 10:55-11:35 영어 10:00-12:00 10:05-12:05 

영어 11:30-12:50 11:35-12:55 수학 12:00-1:25 12:05-1:30 

점심 12:50-1:20 12:55-1:25 점심 1:25-1:55 1:30-2:00 

영어 1:20-2:15 1:25-2:20 과학/사회 1:55-3:05 2:00-3:10 

과학/사회 2:15-3:05 2:20-3:10 오후 체크인 3:05-3:15 3:10-3:20 

오후 체크인 3:05-3:15 3: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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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의 위사히콘 교사와의 100% 가상 일정 

이 프로그램 제공 옵션에서 K-5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듣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학군에서 지급하는 컴퓨터 

기기를 받게 됩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와 똑같이 교사는 강력한 교실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정기적인 이동 휴식 시간 및 컴퓨터 화면을 끄는 시간 등이 포함된 아래의 샘플과 비슷한 일정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문적 수업 및 앙코르 수업, 30 분의 점심 휴식 시간으로 구성된 완전한 일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전 또는 

오후 휴식 시간(점심 시간에 따라 결정됨)이 주어집니다. 초등학교의 100% 가상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치원 일정  1 학년 일정 

수업 LG 및 SG BB 및 SC 수업 LG 및 SG BB 및 SC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영어 8:45-10:00 8:50-10:05 영어 8:45-11:05 8:50-11:10 

PIE – 개인/소그룹  10:00-10:30 10:05-10:35 점심 11:05-11:35 11:10-11:40 

점심 10:30-11:00 10:35-11:05 수학 11:35-1:00 11:40-1:05 

수학 11:00-12:15 11:05-12:20 PIE – 개인/소그룹 1:00-1:30 1:05-1:35 

영어 12:15-12:40 12:20-12:45 앙코르 1:30-2:15 1:35-2:20 

앙코르 12:40-1:25 12:45-1:30 사회/과학 2:15-3:00 2:20-3:05 

영어 1:30-2:15 1:35-2:20 오후 체크인 3:00-3:15 3:05-3:20 

과학/사회 2:15-3:00 2:20-3:05    

오후 체크인 3:00-3:15 3:05-3:20    

      

2 학년 일정 3 학년 일정 

수업 LG 및 SG BB 및 SC 수업 LG 및 SG BB 및 SC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수학 8:45-10:30 8:50-10:35 영어 8:45-10:55 8:50-11:00 

과학/사회 10:30-11:15 10:35-11:20 앙코르 10:55-11:40 11:00-11:45 

영어 11:15-11:40 11:20-11:45 과학/사회 11:45-12:15 11:45-12:20 

점심 11:40-12:10 11:45-12:15 점심 12:15-12:45 12:20-12:50 

영어 12:10-1:50 12:15-1:55 과학/사회 12:45-1:05 12:50-1:10 

PIE – 개인/소그룹 1:50-2:20 1:55-2:25 수학 1:00-2:35 1:05-2:40 

앙코르 2:20-3:05 2:25-3:10 오후 체크인 2:35-2:45 2:40-2:50 

오후 체크인 3:05-3:15 3:10-3:20 PIE – 개인/소그룹 2:45-3:15 2:50-3:20 

      

4 학년 일정 5 학년 일정 

수업 LG 및 SG BB 및 SC 수업 LG 및 SG BB 및 SC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HR 및 모닝 미팅 8:30-8:45 8:35-8:50 

수학 8:45-10:05 8:50-10:10 PIE – 개인/소그룹 8:45-9:15 8:50-9:20 

앙코르 10:05-10:50 10:10-10:55 앙코르 9:15-10:00 9:20-10:05 

PIE – 개인/소그룹 10:50-11:30 10:55-11:35 영어 10:00-12:00 10:05-12:05 

영어 11:30-12:50 11:35-12:55 수학 12:00-1:25 12:05-1:30 

점심 12:50-1:20 12:55-1:25 점심 1:25-1:55 1:30-2:00 

영어 1:20-2:15 1:25-2:20 과학/사회 1:55-3:05 2:00-3:10 

과학/사회 2:15-3:05 2:20-3:10 오후 체크인 3:05-3:15 3:10-3:20 

오후 체크인 3:05-3:15 3:10-3:20    

 



 

7 

100% 가상 초등학교 프로그램의 개요 

평일 초등학교 수업에는 다양한 학습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전체 학급 차원의 직접 수업, 소그룹 수업, 학생 협업 기회 및 독립적인 과제를 두루 

경험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직접 학습하기도 하고 학우와 함께 공부하거나 혼자 공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 이런 접근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프로그램은 수업일에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제공합니다. 

 

• 홈룸 및 모닝 미팅  

o 매일 15 분(Microsoft Teams 를 통해 라이브로) 

o 출석 확인 

 

• 영어(매일 120 분) 

o 10-20 분 분량의 전체 그룹에 대한 라이브 수업 총 세 번(Microsoft Teams 를 통해) 

o 소그룹 읽기/쓰기 수업(Seesaw 또는 Microsoft Teams 에 있는 교사가 만든 콘텐츠) 

o 독립적인 공부 및/또는 같이 하는 공부(Seesaw 또는 Microsoft Teams 에 게시) 

o 정기 휴식 

 

• 수학(매일 75 분) 

o 10-20 분 분량의 전체 그룹에 대한 라이브 수업 총 세 번(Microsoft Teams 를 통해) 

o 소그룹 수학 수업(Seesaw 또는 Microsoft Teams 에 있는 교사가 만든 콘텐츠) 

o 독립적인 공부 및/또는 같이 하는 공부(Seesaw 또는 Microsoft Teams 에 게시) 

o 정기 휴식 

 

• 과학/사회(매일 45~60 분) 

o 10-30 분 분량의 전체 그룹에 대한 라이브 수업(Microsoft Teams 를 통해) 

o 독립적인 공부 및/또는 같이 하는 공부(Seesaw 또는 Microsoft Teams 에 게시) 

o 정기 휴식 

 

• PIE 시간(매일 30 분) 

o 개별 학생의 필요성에 기반을 둔 30 분 분량의 개선 및/또는 연장 학습 활동(Seesaw 및/또는 

Microsoft Teams 에 게시되거나 라이브 소그룹/개별 수업) 

 

• 앙코르 수업(매일 45 분) 

 

• 오후 체크인(15 분 – Microsoft Teams 를 통한 라이브) 

 

• 각 학교의 일정에 따른 점심 및 오전 또는 오후 휴식(45-60 분) 

 

K-5 일정에서는 위 커리큘럼 일부 영역에 추가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정기 휴식과 컴퓨터 

화면을 끄는 시간을 유연하게 짤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추가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하루 동안 오전 중반에 또는 오후 중반에 휴식, 휴게 및 잠깐 동안 정기적으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일정을 일부 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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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의 위사히콘 교사와의 100% 가상 일정 

중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은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에서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수업에서 전체 

학급 차원의 직접 수업, 소그룹 수업, 학생 협업 기회 및 독립적인 과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직접 

학습하기도 하고 학우와 함께 공부하거나 혼자 공부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6, 7, 8 학년의 수업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일 내내 정기적인 휴식과 컴퓨터 화면을 끄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7 학년 일정 

수업 시간 

UA/HPE 또는 핵심 코스 #1 9:00-9:40 

UA/HPE 또는 핵심 코스 #1 9:45-10:25 

상담 10:25-10:45 

핵심 코스 #2 10:50-11:30 

핵심 코스 #3 11:35-12:15 

점심 12:15-12:45 

핵심 코스 #4 12:45-1:25 

학습 기간 1:30-2:10 

핵심 코스 #5 2:10-2:50 

핵심 코스 #6 2:50-3:30 

 

8 학년 일정 

수업 시간 

핵심 코스 #1 9:00-9:40 

핵심 코스 #2 9:45-10:25 

상담 10:25-10:45 

핵심 코스 #3 10:50-11:30 

핵심 코스 #4 11:35-12:15 

점심 12:15-12:45 

학습 기간 12:45-1:25 

핵심 코스 #5 1:30-2:10 

UA/HPE 또는 코스 #6 2:10-2:50 

UA/HPE 또는 코스 #6 2:50-3:30 

6 학년 일정 

수업 시간 

영어 9:00-9:40 

영어 9:45-10:25 

상담 10:25-10:45 

UA/PE 또는 WL/H 또는 iSkills/A 10:50-11:30 

UA/PE 또는 WL/H 또는 iSkills/A 11:35-12:15 

점심 12:15-12:45 

수학/과학/사회 12:45-1:35 

수학/과학/사회 1:40-2:30 

오후 휴식  2:30-2:45 

수학/과학/사회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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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위사히콘 교사와의 100% 가상 일정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은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에서 다양한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고등학교 일정은 6 일 계획으로서, 각 

과정은 6 일 중 4 일 간 개설됩니다. 가상 일정은 

전통적인 일정 중 이틀의 블록 요일이 이틀씩 

로테이션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제 5 일 및 

제 6 일). 각 과정에 대하여 확실한 학습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교는 하루에 4 개의 과정을 

진행하며, 나머지 4 개 과정은 다음 날 

진행합니다(교차 패턴). 각 과정은 85 분 동안 

진행됩니다. 보다 일반적인 교실 내 학습 경험과 

비슷하게, 학생들은 계속해서 전체 학급 차원의 

직접 수업, 소그룹 수업, 학생 협업 기회 및 

독립적인 공부를 두루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직접 학습하기도 하고 학우와 

함께 공부하거나 혼자 공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데 이런 

접근법을 적용할 것입니다. 아래에 9-12 학년 

학생의 수업 일정표에 나와 있습니다. 수업일 과정 

내내 정기적인 휴식과 컴퓨터 화면을 끄는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9-12 학년 일정 

미팅 패턴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제 5 일 

과정 1 8:45-10:10 85 분 

아침 휴식  10:10-10:20 없음 

과정 3 10:20-11:45 85 분 

점심 11:45-12:15 없음 

과정 5 12:15-1:40 85 분 

오후 휴식  1:40-1:50 없음 

과정 7 1:50-3:15 85 분 

 

제 6 일 

과정 2 8:45-10:10 85 분 

아침 휴식 10:10-10:20 없음 

과정 4 10:20-11:45 85 분 

점심 11:45-12:15 없음 

과정 6 12:15-1:40 85 분 

오후 휴식  1:40-1:50 없음 

과정 8 1:50-3:15 85 분 

 

참고:  North Montco 기술 커리어 센터는 여전히 재개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의 

계획에 대해 추가 정보를 얻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는 금요일 아침 오전 8:15 ~ 오전 8:45 사이에 때때로 홈룸 커뮤니티 빌딩 활동을 

“주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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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II: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 
 

소개 

2020-2021 학년도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학생, 직원 및 대규모 커뮤니티의 안전 및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첫날, 일부 학생들은 매일 직접 

학교에 등교하게 되며 다른 학생들은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에서 학습할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는 경우 모든 

학생들이 원격으로 학습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원격 

교육 및 학습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귀하와 

공유하여 우리 학군이 전통적인 교실에서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사히콘 학군의 사명 

풍부한 다양성을 가지고 학업적인 우수성과 인격 발달에 힘쓰는 교육 커뮤니티인 위사히콘 학군의 

사명은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큰 커뮤니티에 최대한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표 

팬데믹이 우리의 학습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면서 우리 학군은 원격 교육 및 

학습이 우리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표가 우리의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 교실과 동일한 수업 전달을 제공한다. 

• 매일 동기화된 교육 및 학습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물론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한다. 

• 커리큘럼 프로그램의 완전성 및 수업 페이스를 유지한다. 

• 모든 학군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및 학습 경험을 보장한다. 

• 학생의 공부를 평가하고 등급화한다. 

•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 가상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교육 및 학습 루틴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학생들이 출석과 공부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 학생과 가족이 학습에 접근하고 과제를 완료하는 데 있어 상황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유지한다. 

• 전통적인 교실에서 가상 교실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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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실베이니아의 법률에 규정된 펜실베이니아의 수업 시간/일수 요건을 계속 충족한다. 

• IEP, GIEP 및/또는 504 플랜이 있는 학생의 경우, 식별된 분야와 요구되는 모든 관련 서비스에서 

직접 수업을 제공한다. 

우리 학군이 팬데믹과 관련된 이유로 폐쇄되는 경우, 원격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학군 내 

모든 학생들은 가정에서 사용할 컴퓨터 기기를 받게 되며, 학군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을 지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과 협력할 것입니다. 

 

동기화된 교육 및 학습이 수업일의 모든 수업에 대한 표준 관행이 될 것이며, 교사는 다양한 학습 과정에 

대한 펜실베이니아 학습 및 핵심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강의 페이스를 유지할 것입니다.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 

우리는 학생들의 수업, 신체, 사회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와 계속 협력함에 따라 

온라인 환경에서 우리 학군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 계획은 COVID-

19 로부터 학생과 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이 전통적인 

학교에서 경험했을 교육과 거의 일치할 수 있게끔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언제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학교 이사회와 

협력하여,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및 몽고메리 

카운티 보건부, 펜실베이니아 교육부 및/또는 주 

공무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개괄하고 있는 본 문서는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 학생 및 가족들의 기대사항 및 소중한 자원 일부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커리큘럼 및 수업 

계획적 수업은 계획한 과정을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프로세스 내에서 교사들은 

학년 수준 기준에 맞는 새로운 개념/기술을 지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고, 

학생들의 진도에 따라 수업을 조정합니다. 특수 교육 교사가 제공하는 계획적 수업은 개별 학생의 

구체적인 학습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격 교육 및 학습 가이드 프레임워크:  

계획적 수업은 원격 학습 환경의 맥락 내에서 다음 구성 요소와 안내 질문을 적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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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 학년도를 전망할 때 우리가 세워야 할 분명한 목표는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캠퍼스 

내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매우 근접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커리큘럼 

목표와 기준, 학생의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수업 도구 및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철저하게 설계된 

수업 모두가 효과적인 교육 및 학습 프로세스에 기여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직접 수업, 안내에 따른 

실습, 독립적인 실습 및 차별화된 수업을 계속해서 그들의 학업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직접 수업은 특정한 기술 및/또는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사가 높은 수준의 지원과 

통제를 제공하지만, 상호작용과 대화가 이 모델의 초점입니다. 직접 수업은 보통 기간이 짧으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종종 청크 단위로 개념들을 가르칩니다. 종종 

교사는 학생들이 내용에 대해 이미 무엇을 알고 있는지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수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안내에 따른 실습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학습에 대해 더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교사는 이해도를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학습 과정 내내 협력합니다. 종종 안내에 따른 실습은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직접 수업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에게 "성공을 

위한 실패”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장려합니다. 

 

독립적 실습 중에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기술이나 개념을 공부하며 개념 또는 기술에 대한 숙련도를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개념을 실천하고 문제를 분석하며 문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실수를 통해 공부하고 배우게 됩니다. 

독립적이란 교사의 지원 수준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실습은 다른 학생들과 협조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습 필요성을 평가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격려하고 그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수업 접근법을 채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는 공식 및 비공식적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필요에 맞춰 수업을 맞춤화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교사들이 자신의 학생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난이도 수준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강의실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전체 수업 토론, 전체 수업 미니 레슨, 교사 모델링, 

소그룹 수업, 협업 그룹 공부, 독립적인 공부, 형성평가, 수업 마무리는 두 학습 환경 모두에 포함되는 

익숙한 수업 구성요소입니다. 

 

커리큘럼목표/ 기준

학생들이알고이해하고

해야하는것은

무엇인가?

평가

학생들의학습을

평가하기위해서는어떤

근거를사용해야하는가?

자원

어떤도구와자원을

이용할수있고접근할수

있는가?

수업

수업을어떻게전달하고

학생들을지원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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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식 프로그램 

위사히콘의 원격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은 동기식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동시에 모여 

실시간으로 교류합니다. 동기식 모델은 가상 학습 환경 내에서 교실 커뮤니티란 인식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사 및 학우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동기식 프로그램에서는 교사가 매일 동기식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일일 수업 중에 교사는 전체 교실 

환경에서, 소그룹 환경에서, 그리고 독립적인 공부 시간 중에도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교실을 떠나지 않는 것과 똑같이, 교사는 수업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키며 소그룹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수업 구조가 전통적인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과 매우 흡사할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과 인사하고, 수업 내용을 소개하며, 수업 내의 구성 요소를 조율하고, 교사가 

교실에서 하는 것처럼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학생의 참여와 동기 부여 면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학생과 

교사 간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란 점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간의 중요한 사회적 교류 외에도, 

동기식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매우 필요한 구조와 조직도 제공합니다. 

 

종종 학생이 학교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처럼, 매우 드물지만 학생이 동기식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교사는 학생이 성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 또는 학생이 수업을 더 잘 

볼 수 있을 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평소의 동기식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습하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 외에 

완수해야 할 과제를 낼 것입니다. 

 

학생 학습의 평가, 피드백 및 성적 매기기 

학생 학습의 평가, 학생 피드백 제공 및 학생의 공부/성과 측정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0-2021 학년도 원격 교육 및 학습 접근법을 계획할 시 우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평가(형성, 진단, 누적, 중간, 표준 평가)일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교사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의 규범을 확립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학습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드백은 교육 및 학습 과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은 학습 과정 동안 자신의 공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수업 중 

개인적으로 그리고 소그룹으로 공부하는 동안 제공될 수 있으며, 일대일 컨퍼런스에서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피드백도 있습니다. 

 

이전 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2021 학년도에 학생들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 년에 세 번, 

중고등부에서는 일 년에 네 번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는 모두 전통적인 성적 평가 시스템과 같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완전하고 강력한 커리큘럼 프로그램 경험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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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P/GIEP 학생 또는 504 계획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 지원 

특수 교육 서비스는 동기식 수업을 통해 IEP(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특수 교육 교사는 각 학생의 필요 영역에 대해, 그리고 IEP 에 약술된 빈도에 따라 라이브 수업을 위한 

온라인 일정을 개발할 것입니다. 라이브 세션은 Microsoft Teams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예약된 세션은 매주 동일합니다. 

• 보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보강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라이브 수업에 참여하게 되며, 학생들을 

가상으로 만나 지원하게 됩니다. 

• 관련 서비스(음성, OT, PT, 시각 및 청각)는 IEP 에 따라 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IEP 는 Infinite Campus 를 통해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진도 모니터링은 각 학생의 IEP 에 요약된 방법과 빈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 교사는 개별 학생의 계획(IEP/GIEP/504)에 따라 가능한/적절한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육 교사 및 특수 교육 교사는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수 교육 교사, 영재 교육 교사, 504 명의 사례 관리자를 포함한 특수 

교육 직원들이 학생 및 그 가족들에게 직접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수 교육 사례 관리자는 담당 

건수에 따라 학생 및 그들의 가족과 직접 연락할 것입니다.  

 

학교 폐쇄 기간 동안 또는 학생들이 가상 프로그램 

환경에서 학습할 때, 관련 서비스는 Microsoft Teams 를 

통해 제공될 것이며 그러한 학생들의 가족은 이러한 

절차에 관하여 안내 받게 됩니다. 일부 경우, 보다 복잡한 

필요를 지닌 특수 교육 학생들은 팬데믹 및 관련 제약 

사항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면" 직접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교 폐쇄 중에 IEP/GIEP/504 회의는 Microsoft 

Teams 를 통해 가상으로 또는 전화로 개최됩니다. 사례 

관리자는 이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부모/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동기식 교육 및 학습을 지원하는 도구 

 

원격 교육 및 학습으로의 전환은 교육 연속성을 제공하는 기술 도구의 사용에 달려 있습니다. 

학군은 계획적 수업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 도구를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 중 다수는 학생들에게 친숙하며, 제한된 수의 도구만 사용하여도 

기술팀은 학생들, 교사 및 가족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표는 디지털 플랫폼 및 

동기식 학습 도구를 식별한 것으로서 교사 및/또는 학생들이 원격 학습 환경에서 교육 및 학습을 

계속하기 위하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동기식 학업을 강화하고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포함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교육 도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업 도구 



 

15 

 

디지털 학습 플랫폼 

 

Seesaw(K-3 학년) 
학생들은: 
• 동영상(얼굴만), 사진, 오디오가 있는/없는 노트, 도면, 텍스트/오디오/비디오로 만든 

슬라이드 등이 포함된 활동 및 과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 도구를 통해 또는 교사가 

배정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교사의 재량으로 교사/학급이 볼 수 있도록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재량으로 학급 블로그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Microsoft Teams(4-5 학년) 

학생들은: 
• 교사의 조언에 대해 답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재량으로 토론/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문서를 게시하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OneNote Class Notebook 에 접속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오디오, 비디오를 통해 교사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Schoology(6-12 학년) 
학생들은: 
• 코스 자료, 링크, 과제, 토론, 자원 등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조언에 대해 답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문서를 게시하고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OneNote Class Notebook 에 접속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 교사와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기식 수업 도구 

 

Nearpod 및 Pear Deck(K-12 학년) 
학생들은: 
•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교사가 전달한 수업에 대해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지시한 질문에 응답하고, 설문조사에 참가하고, 도면을 작성하고, 기타 활동을 

실시간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교사의 재량으로 자신의 답변과 학우들의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Microsoft Teams(K-12 학년) 
• 비디오 컨퍼런스 형식으로 교사, 동료 학생 및 관리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화면에서 한 번에 최대 9 명의 참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곧 49 명으로 확대될 예정) 

• 동영상, 오디오, 문자 채팅, 투표 및 거수를 통해(교사의 재량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 Outlook 초대(보조 전용)와 Teams 채널 내의 "Meet Now" 옵션을 통해 통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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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수업 도구 
 

위에 나열된 기술 도구 외에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다른 도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 방법을 제공합니다. 
 

Edpuzzle Gimkit Kahoot 

Quizziz Microsoft Forms Padlet 

Wizerme 온라인 교과서 자원 Microsoft OneNote 

Clever(학생 포털)   

 

 

생성 도구 
 

위에 나열된 기술 도구 외에도 학생들이 학습을 생성하고 보여주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Camera App PowerPoint Windows 

Flipgrid Screen Casting Video Editor 

Loom Moviemaker  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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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컨퍼런싱과 가족 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 

 

위사히콘 학부모/보호자님께, 

 

이 힘든 시기를 맞아 위사히콘 학군은 COVID-19 펜데믹 동안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저희 

학군의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계획적 수업, 그리고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유연하고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군이 제안한 한 가지 방법은 

가상/온라인 수업입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자녀는 라이브 또는 녹음한 수업 및 학군의 대면 수업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원격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본 학군은 그러한 가상 수업의 기밀을 유지하고 배정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 

대부분은 그룹 형식으로 제공되며, 이것이 실시되는 경우 가상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가상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을 볼 수 있게 되며, 대면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학군은 학생이 원격으로 수업을 받는 방 안에 있는 외부인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수업 및 그룹 

내 다른 학생들을 지켜보는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학생과 살고 있는 타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학군은 가상 수업에 자녀를 등록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음 지침과 기대사항을 검토하고 

실행하여 모든 학생들의 기밀유지 권리가 수업 중에 보호되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녀를 가상 수업에 참여시킴으로써 귀하는 이 서신에 약술한 조건을 

수락하고 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학부모는 가상 수업에 배정된 학생 외에 그 어느 누구도 가상 수업을 보거나 듣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학생의 참여를 위해 학부모 또는 제 3 자의 가상 수업 참가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돕는 사람은 

가상 활동에 참가하거나 대면 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어떠한 개인 식별 정보도 

재공개해서는 안 되며, 세션을 시작할 때 강사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합니다.  

 

• 학부모의 전자 장비가 어떤 식으로든 오작동하더라도 계획된 가상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나중에 녹화된 강좌를 볼 수 있습니다. 

 

• 학군은 대부분의 수업을 녹화할 것이므로 학생들은 수업 세션 동안 합당한 개인정보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녹화 사본은 모든 학생들이 수업 후 7 일 동안 

열람하거나 복습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자동으로 삭제될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수업을 녹화하거나 수업 녹화를 복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수업에 직접 또는 

가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수업의 녹화물을 다시 볼 수 있으며, 각 

교사는 해당 녹화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학급에 

통지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합당한 개인정보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자녀의 학부모/보호자로서 귀하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동안 그룹 세션에서 학생과 

함께 있는 다른 개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공개로 인한 제 3 자에게로의 동의 

없는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FERPA 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포기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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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본 학군에서는 모든 학부모께 가상 세션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학군은 모든 가족이 이 요청을 준수할 것이라 보장할 수 없으며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데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학부모는 가상 수업에 등록한 학생들이 학군의 출석 정책에 부합하도록 예정된 가상 수업 및 

활동에 참석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하지 못한 학생들은 무단 결석 처리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들을 때 출석이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 수업에도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가상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대면 수업에 출석한 것처럼 교사가 배정한 모든 과제 및 

평가를 완료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가상 수업에 출석하는 학생들은 가상 수업에 출석하거나 가상 수업 활동 및 평가에 참가할 때 

항상 학생의 행동 강령 및 학생 핸드북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기가 제공되며, 이러한 기기는 원격 수업에 

참가하고 학교 공부를 완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기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또는 기기에 저장된 정보/자료에 대하여 합당한 개인정보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기기의 모든 자료는 원격 수단을 포함하여 학교 직원이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군은 학생의 기기 사용과 관련된 기기 및 네트워크 계정에 대해 

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군은 원격으로 기기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거나 기기에 대한 IT 지원을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생 또는 부모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기기 

사용 시 ‘학생에 의한 학군 정보 및 통신 자원의 허용 가능한 사용’과 관련된 학군 정책 256 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책이 학교 환경에서 위반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과 학부모는 기기가 학군 재산으로 남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학생들은 기기의 사용 및 

취급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기가 학년 종료 시 반환되지 않거나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상된 경우, 학군은 부모 또는 학생에게 기기 교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군이 지급한 기기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귀하는 본 통신문에 포함된 조건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본 

고지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면 편리한 시간에 교장에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원격 교육 및 학습 에티켓 

안전하고 정연한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은 가상 교실에 대한 교실 프로토콜을 

만들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실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생산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사히콘 학군의 학생 행동강령은 전통적인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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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 및 학습 중 기술 지원 액세스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온라인 자원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로그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녀의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정보에 대한 도움 요청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노트북,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자원의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많은 수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포괄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플랫폼은 한두 명에 특정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원 티켓은 

기술자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설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도구에 대한 기술 지원과 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원격 학습을 위한 기술 지원" 하단의 COVID-19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https://www.wsdweb.org/covid-19/technology-support 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원격 지원 – 학군의 기술자는 학생들이 겪는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원격 제어 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격 제어 세션을 승인하거나 시작하지 않으면 원격 

세션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기술자는 학생에게 보이는 프로그램에서 실행 중인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확정되면 컴퓨터 기기 수리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기술 픽업 및 드롭오프 일정을 가족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움 티켓을 입력할 수 있는 접근권이 없는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 핫라인도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기대사항 

 

일일 출석  

매일 수업 출석은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배울 때에도 중요합니다. 모든 K-12 학생들은 

펜실베이니아 교육부의 의무 출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K-5)에서는 출석은 수업일이 

시작될 때 확인하고 하루 종일 모니터링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출석은 하루 종일 각 

수업에서 확인합니다. 

 

자녀가 잠깐 동안이든 하루 종일이든 학교에 결석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결석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가 결석계를 받으면(결석 후 3 일 이내), 해당 결석은 "양해(excused)"로 표시됩니다.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에서는 이메일 결석계가 허용됩니다. 초등학생의 결석계는 이메일로 담임 선생님 및 

학교의 출석 담당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결석계는 이메일로 메인 사무실의 

출석 담당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기대사항 

https://www.wsdweb.org/covid-19/technology-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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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석 담당자 및 이메일 주소 

Blue Bell Elementary School Deborah Abbott dabbott@wsdweb.org 

Lower Gwynedd Elementary 

School 

Joyce Lunch jlynch@wsdweb.org 

Shady Grove Elementary School Michelle Simpson msimpson@wsdweb.org 

Stony Creek Elementary School Annmarie 

Getzfread 

agetzfread@wsdweb.org 

Wissahickon Middle School Jennifer Virtu jering@wsdweb.org 

Wissahickon High School Nikki Crawford ncrawford@wsdweb.org 

 

기술 관리 

학군이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에 있을 때 각 위사히콘 학생들은 사용할 컴퓨터 기기를 받게 됩니다. 

이 기기는 해당 학생의 교실, 학우, 교사 및 학습과의 연결 수단입니다. 컴퓨팅 장비 및 교체 부품에 

공급망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은 기기를 잘 관리하고 ‘학군의 사용 허용 정책’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 

학생이 교실에서 학습하든 집에서 학습하든, 적극적인 참여는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들은 수업 토론, 협업 그룹 공부, 현장 학습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참여는 학생의 학습을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제 완수  

학생 과제는 학습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학생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교사는 특정한 개념, 기술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제 및 프로젝트의 완수는 학습 

프로세스에 중요하며, 교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기준은 

학교에 등교할 때와 같습니다.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원격 교육 및 학습 기간 동안 가정과 학교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학생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과 학교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 사용뿐만 아니라 Microsoft 

Teams(Outlook 을 통해 예약)를 이용한 전화/화상 회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학생이나 부모가 교사에게 질문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Schoology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교사의 교무실 근무 시간 및 정규 학교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교사가 24 시간 

내에 이메일에 응답할 것입니다. 

 

일일 교무실 근무 시간 

어떤 경우에는 이메일 메시지로 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사의 교무실 근무 

시간은 교사가 근무하는 동안 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및 학군 

회의에 참석하므로 귀하와 교사 모두에게 편리한 시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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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무실 근무 시간 

Blue Bell Elementary School 3:20-4:05 

Lower Gwynedd Elementary School 3:15-4:00 

Shady Grove Elementary School 3:15-4:00 

Stony Creek Elementary School 3:20-4:05 

Wissahickon Middle School 8:00-9:00 

Wissahickon High School 7:45-8:45 

 

이러한 시간들은 부모나 학생들이 질문에 답을 받거나 오해를 푸는 시간입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이나 소규모 학생들의 과제를 도와줄 때이기도 합니다. 부모 또는 학생(들)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사는 부모(초등학교) 또는 학생(중고등부)과 Outlook 을 통해 Microsoft Teams 컨퍼런스를 

예약하여 우려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사는 근무 시간을 사용하여 학교 및 학군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사전에 교사와 교무실 근무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기대 

특히 현재 COVID-19 팬데믹 동안 원격 교육 및 학습 환경이 일부 학습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로서 귀하의 주된 역할은 자녀가 학교 폐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내고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가족이 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자녀의 교사와 관리자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 저희에게 자유롭게 연락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녀를 지원하고 원격 

교육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귀하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입니다. 

 

• 부모 커뮤니케이션 업데이트를 찾습니다. 

• 자녀가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지 확인합니다. 

• Infinite Campus 연락처 정보가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자녀가 각 수업에 적절히 잡힌 일정에 맞춰 Microsoft Teams 로 라이브 수업 세션에 참가하도록 

합니다. 학교 출석 및 무단결석 가이드라인은 가상 환경에서도 적용됩니다. 

• 학습하기에 좋은 장소(조용하고 편안한 장소 등)를 확보합니다. 

• 자녀가 매일 각 과목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질문/우려가 있으면 자녀의 교사와 연락합니다. 

• 자녀가 과제를 완수하고 제시간에 과제를 제출하도록 장려합니다. 

•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15 페이지에 기술된 기술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복지 지원 

우리 모두가 이 팬데믹의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학군은 모든 학생들이 학문적 발전을 지속하고, 학생들을 위해 강력한 공동체를 

조성하며, 학생들의 사회적 및 정서적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위사히콘 학교 카운슬러는 이러한 시기에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학생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 카운슬러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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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https://www.wsdweb.org/departments/student-services/counseling)를 방문하여 학교를 

클릭하면 자녀에게 적합한 자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의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카운슬러 

Blue Bell  Phyllis Burke pburke@wsdweb.org 

Lower Gwynedd  Jessica Moon jmoon@wseweb.org  

Shady Grove Rebecca Twiford rtwiford@wsdweb.org 

Shady Grove Donna Wolfert dwolfert@wsdweb.org  

Stony Creek Janice Walsh jwalsh@wsdweb.org  

 

중학교 카운슬러 

Wissahickon Middle  Rebecca Agler ragler@wsdweb.org  

Wissahickon Middle  Gus Baldassano gbaldassano@wsdweb.org  

Wissahickon Middle  Steve Ebert sebert@wsdweb.org 

Wissahickon Middle  Suzanne Romano sromano@wsdweb.org  

 

고등학교 카운슬러  
Wissahickon High  Stacy Anderson sanderson@wsdweb.org 

Wissahickon High  Cailin Diebolt cdiebolt@wsdweb.org 

Wissahickon High  Felicia Glover fglover@wsdweb.org 

Wissahickon High  Antoinette 

Perrotta 

aperrotta@wsdweb.org 

Wissahickon High  Marissa Samit msamit@wsdweb.org 

Wissahickon High  Vincent 

Yasenchak 

vyasenchak@wsdweb.org  

 

안전 계획 

위사히콘의 가을 학기 재개 계획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저희 학군 웹사이트에는 지역사회가 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문서가 있습니다. 팬데믹과 관련된 지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기 가장 좋은 사이트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https://www.wsdweb.org/covid-

19/fall-re-opening-plan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학교 행사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모든 대규모 학교 행사(예: 어셈블리, 콘서트 등)가 주지사의 현행 지침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변경되면, 이러한 변화가 향후 대규모 학교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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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정보 

귀하의 아들/딸의 원격 교육 및 학습 경험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교사 및/또는 

카운슬러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연락을 하여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학교 교장 이메일 주소 

Blue Bell  Concetta Lupo 박사 웹사이트(clupo@wsdweb.org) 

Lower Gwynedd  Matthew Walsh 박사 mwalsh@wsdweb.org 

Shady Grove  Mr. Jason Bialka jbialka@wsdweb.org  

Stony Creek  Ms. Paula Sasin psasin@wsdweb.org 

Wissahickon Middle School Beth Bauer ebauer@wsdweb.org 

Wissahickon High School Lynne Blair 박사 lblair@wsdweb.org  

 

mailto:clupo@wsdweb.org
mailto:mwalsh@wsdweb.org
mailto:jbialka@wsdweb.org
mailto:psasin@wsdweb.org
mailto:ebauer@wsdweb.org
mailto:lblair@wsdweb.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