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1 학년도 온라인 수업 지도

1. 메릴랜드 대학 및 직업 준비 표준 그리고 HCPSS
교과과정을 사용하여 양질의 동시 발생(실시간의) 
및 비동시 발생(융통성있는) 온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2. 융통성있는 작업을 위해Canvas를, 수업 지도를 
위해 Google Meet 을 사용하여 HCPSS 기대치를 
준수하면서 일관된 수업 내용 및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 다양한 학습 필요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특수교육, 
504 및 영어언어 서비스 그리고/또는 지원을 
학생들이 확실히 받도록 합니다. 

4. 모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실을 모니터하고 관리 및 보호합니다.

교육자의 책임

2020-2021학년도의 온라인 수업 지도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학생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가정들 간의 협력 및 책임 공유를 요합니다. 다음에 언급한 교육자의 책임,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의 최선의 실행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며 모든 학생이 지원받고 있음과 
등교하여 직접 수업받는 것이 재개될 때까지 최선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시켜줄 
것입니다.

학생에 대한 기대

5. 학습에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학습 환경을 
학생들이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6. 가정에서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협력합니다.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학업 및 행동 
발달에 대한 진전 상황을 시기적절하게 알려줍니다. 
Google Meet이나 Canvas 의 공지사항, 부모 
면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권장합니다. 

7. 온라인 수업 전략,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 정서적 
학습 등을 다루는 전문인 학습에 참여합니다.

8. 전문적 혹은 기술적 어려움이나 자가 관리 전략 
그리고 복지 자원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 지원을 
요청합니다. 

1. 교사 주도의 (동시 발생) 모든 수업에 참여하고 
개입하며 독립적인 (비동시 발생) 학습 체험 및 
과제를 완수합니다. 

2.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동시 발생적 수업에는 
제시간에 참석합니다.

3. 자신이 학습에 집중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집안에 
편안하면서 조용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4. 매주 제공되는 체험 및 과제를 제 시간에 
완수합니다. 과제에 대하여 노력과 정확도 그리고 
끈기를 보이십시오. 

5. 온라인 수업 때 채점 및 출석 기준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설명을 요청하십시오.

6.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학업 성취도에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는 교사들과 교직원들에게 
질문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7. 학교에서 공부할 때 갖추어야 할 태도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8. 급우들의 다른 점을 존중하여 긍정적 관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9. 자가 관리 전략을 실행하고 필요시 복지 지원을 
요청합니다. 

h o w a r d  c o u n t y  p u b l i c  s c h o o l  s y s t e m

계속

KOREAN



1. 자녀가 교사 주도의 (동시 발생) 모든 수업과 
독립적인 (비동시 발생) 학습 체험에 출석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2. 자녀가 모든 과제를 제시간에 완수하도록 
권장하십시오. 

3. 자녀가 학업 요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테크놀로지를 제공해 주거나 요청하십시오.

4.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정서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건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5. 자녀가 급우들의 다른 점을 존중함으로 그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권장하십시오. 

가정에서의 최선의 실행

6. 자녀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 복지 상태 유지를 
돕기 위해 자가 관리 전략 사용하는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7. 학습 기대치를 명확히 알고 학업 및 사회-
정서적 진전을 지원해주기 위해 자녀의 교사와 
소통하십시오. 

8. 자녀가 HCPSS 직원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도록 
권장하고 필요시 자녀의 옹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9.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담당해 주십시오. 학습과 복지를 지원해줄 가족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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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최선의 실행이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건전한 학습 환경 설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hcpss.org/
2020-2021/supporting-instruction/
#environment

학생들을 위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hcpss.org/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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