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 학년도 연속적 학습 기간 중 출석

KOREAN

교실에서나 원거리 학습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는 학생 성취의 핵심 요소입니다. 교사들은 Google Meet 출석
체크 모임과 온라인 과제 이 두가지 다에 대한 연속적 학습 계획 및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규 출석은 학생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학생들은 매주 학습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0 년 4 월 27 일 월요일부터 모든 학년 교사들은 연속적 학습 기간동안 매주 학생의 학습 활동 참여를 근거로
포인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생의 출석을 기록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수 포인트를 받는 학생은 그 주간에
“Present 출석” 으로; 그 이하 포인트를 받는 학생은 “Absent 결석” 으로 표시됩니다. 교직원들은 각 학생의 참여
수준을 모니터하고 “Absent”로 자주 표시되는 학생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가족에게 연락드릴
것입니다.
각 학년의 출석 포인트를 기록하기 위해 다음의 지표들이 사용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최소한 세가지의 다른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Google Meet 에서 가상 출석 체크하는
것과 Dreambox 공부, 그리고 LexiaCore5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Canvas 에 게시된 활동들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 활동들 하나당 1 포인트씩 받게됩니다:
● 교사와의 Google Meet 출석 체크 모임에 참여
● Dreambox 공부
● LexiaCore5 공부
이 활동들에 참여하여 그 주간에 최소한 1 포인트를 받는 학생은 누구나 그 주간 전체에 대하여 “Present”로
표시될 것입니다. 한 주간에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아무런 포인트도 받지 못한 학생은 그 주간에 대해
“Absent” 로 표시됩니다. Canvas 에 참여하는 것은 출석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quarter 4
grading(4 분기 채점)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주 두가지 형태의 연속적 학습에 참여해야 하는데: 교사와의 Google Meet 출석 체크
그리고 주간 과제를 완수하여 Canvas 를 통해 매주 금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곱 교시에 대한 가상 출석 체크의 기회가 있고 일곱번의 출석 체크 및 일곱개의 과제를 매주
완수해야 합니다.
● 각 출석 체크에서 1 포인트를 받고 주간 과제 제출물 각각에 대하여 1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학생은 한
주에 14 포인트까지(7 번의 출석 체크와 7 개의 과제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4 포인트 중 7 포인트 이상을 받는 학생은 그 주간에 “Present” 로 표시됩니다.
● 7 포인트 미만을 받는 학생은 참여한 출석일에 대한 크레딧을 받을 것입니다.
● 직장때문에 조기 하교(work release) 하는 학생이나 이중 수강(Dual Enrollment) 과목을 듣는 학생은
해당 주간에 “Present”로 표시되려면 자신이 HCPSS 에서 등록한 수업의 교시와 과제에 대하여 최소한
50%는 참여해야 합니다.
학생의 자세한 출석 체크 일정 및 활동은 HCPSS 의 Continuity of Learning website(연속적 학습 웹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4th quarter grading(4 분기 채점)에 대한 정보도 온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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