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원격 학습(Remote Learning)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의 기대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생, 교직원, 가족 및 지역사회 여러분께: 
 
COVID-19 보건 위기로 인해 우리 학교들이 폐쇄되는 동안 원격 학습 실시를 위해 저희와 협력해 주신 

학부모/후견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정보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원격 학습 프로토콜과  

앞으로 몇 주 동안 각 학생의 연속적인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행정인들, 교사들 및 다른 기타 유자격 직원들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원격 학습 

및 강화 활동들을 준비하느라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웨비나에 참여하고 온라인 및 

전통적으로 사용된 종이/연필 자원들을 검토하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의미 있는 학습 경험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 자신의 학년 수준 및 부서 팀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였습니다.  
 

크롬북은 가정에서 온라인 자료들을 접속하기 위해 기기들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크롬북 배포는 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3 월 30 일, 월요일, 오전 8:00-11:00, 후버 고등학교, 

루즈벨트 중학교, 윌슨 중학교 및 로즈몬트 중학교에서 계속됩니다. 교사가 해결할 수 없는 기술 

지원을 위해 GUSD 의 기술 지원 부서: 818-478-2664 로 문의하십시오.  

* 크롬북 및 아이패드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위해 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원격 학습이란? 

원격 학습은 학생들이 온라인 방법을 통해 학년 수준의 학습적 교육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격 학습은 기존의 실제 학급 경험의 복제로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은 다른 

온라인 교과과정 도구 및 다양한 비디오 자료들과 결합하여 구글 클래스룸 또는 다른 원격 플랫폼 

또는 프로그램들을 수업, 활동, 자원 및 지원에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교사들에 의해 제공하는 

자원들을 접함으로써 학습에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종이/연필 방식 또는 전자 방식으로 학업을 

연습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전자적 과제를 검토하고 매주 피드백을 제공하며 개별 및 학급 

진도를 결정하여 수업 방식의 다음 단계를 계획합니다.  

특수 학급 학생을 위한 원격 학습 



원격 학습 프로토콜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들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고유한 학습 요구는 추가 지원과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음으로 특수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후견인들은 아동의 서비스 팀으로부터 추가 통신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들과 특수 교육 교사들은 우리가 각 학생에게 적절한 원격 학습 수업, 활동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818-471-4981 로 전화하십시오. 

 

모든 학생들을 위한 원격 학습 기대 

● 교사들은 3 월 30 일, 월요일까지 각 학생과 학부모/후견인에게 교사들이 설정한 원격 학습 

자원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보낼 것입니다.  

● 학생들은 매일 구글 클래스룸 또는 기타 원격 플랫폼 또는 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이 할당한 

학습을 완료합니다. 교사들은 많은 학생들이 원격 학습에 참여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약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인터넷 접속에 제한될 수 있다   

○ 학생들은 컴퓨터 및 비 컴퓨터 기반 활동에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 학생들은 정기적인 휴식이 필요하며 주간 동안 신체 활동을 권장해야 한다 

● 수업 및 활동은 연령에 적합할 것입니다.   

● 학부모/후견인은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아동 교사(들)와 직접 연락하여야 합니다.  

일일 원격 학습 일정 기대  

● 원격 학습은 2020 년 3 월 30 일에 시작하여 적어도 May 5, 2020 년 5 월 5 일까지 계속됩니다  

● 아동들이 기기 이외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수업 및 활동 시간 동안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격 학습 동안 학생 및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지원 

● 구글 클래스룸 접속 방법을 위한 슬라이드 쇼: 

○ 영어 

○ 아르메니아어  

○ 한국어  

○ 스페인어 



● 교사들은 이메일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후견인들을 지원 가능할 것입니다. 일부 교사들은 

구글 클래스룸 또는 블랙보드(BlackBoard)의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교사들은 수업, 교육 자료 또는 우려 사항에 관련하여 매주 최소 3 회 학생들과 체크인을 할 

것입니다.  

● 학생들은 교사에 지시에 따라 질문을 하고 과제에 응답하기 위해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48 시간 이내에 학생들의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학부모/후견인은 아동(들)의 교사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하루 동안 수업과 활동(예, 비디오, 온라인 과제 등)을 준비하고 48 시간 

이내에 메시지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장 의사소통 및 지원 

● 교장은 업데이트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학부모/후견인과 소통을 할 것입니다.   

● 교장은 이메일을 통해 연락 할 수 있으며 일주일 내내 학교의 음성 메일을 확인할 것입니다.   

 

 

 

원격 학습에 사용되는 자료들  

교사들은 우리 학군이 채택한 핵심 자원들의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원격 

학습 수업을 통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교과서, 플랫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및 

플랫폼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글 클래스룸 

● 클래버 포털(Clever Portal) – 학생들이 전통적인 학급 환경에 참여할 때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lever.gusd.net 

○ 영어(ELA):  벤치마크 (K-5) 및 스프링보드 6-12 

○ 수학: Pearson enVision (K-8 학년), 통합 수학을 위한 HMH 또는 CPM  

○ Mystery Science 및 i-Ready 와 같은 다양한 기타 프로그램은 클래버 포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웨비나 기반 교육 또는 소통 중 적절한 행동에 대한 지침  



교사들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줌, 구글밋 또는 행아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모든 사람들과 이 지침을 읽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줌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줌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zoom.us/join 에 가서 교사가 제공한 모임 코드를 입력합니다.  

원격 학습 중 성적 

●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성적에 관련하여 교육구 안내를 위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용 가능해지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입니다.  

● 교사들은 개별 학생과 학급 전체의 다음 과제 단계를 결정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진도 상황을 감독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각 과목에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결정 판단하기 위해 학생을 위한 학습의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업데이트 정보 및 추가 학습 자료들을 위해  www.gusd.net/RemoteLearning 을 방문하십시오.  
 
이 독특한 경험 동안 귀하의 협조, 유연성 및 친절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합니다, 
 
 
Dr. Vivian Ekchian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