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교육을 위한 지도 원칙: 가족을 위한 개요
대면 및 원격 교육 환경에서의 우수한 품질의 교육 제공

2020-21학년도가 예상한 것과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면, 원격, 또는 두 방식으로 혼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등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공립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모든 학생을 전인적인 가치 측면에서 이해하고, 학생이 학교와 일상에서 성공을 준비할 수 있는 엄격한 학문적 표준을
바탕으로 학습 경험을 창출합니다.

DC 주 교육 기관인 주 교육감 사무소(OSSE)는 지속적 교육을 위한 지도 원칙을 통해, 대면 및 원격 교육 환경에서 양질의
경험에 대한 기대치를 쌓고 있습니다.
지속적 교육을 위한
지도 원칙이 무엇인가요?

내 자녀의 학교는
원칙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 정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OSSE는 학교와 교육 부문에 대한

지역 교육 기관(“LEAs”, DC 공립학교

지도 원칙을 사용하여 모든 학생, 특히

지도자, 가족에게 이 전환의 시기에

활용하여 다가오는 2020-21학년도

지속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일련의 지침을 만들어 교사, 학교
학교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학생들은

올해 원격 및 대면 환경에서 학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학습

환경에서도 교육 수준이 우수하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또는 차터스쿨 등)은 지도 원칙을

고유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학생에게

위해 학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가족과 의사소통하는 협력 관계의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계획은 가족의 의견을 고려합니다. DC
공립학교(DCPS) 및 공립 차터스쿨은
검토를 위해 OSSE에 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가족들과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DC 공립 차터 스쿨

위원회(PCSB)는 모든 차터 스쿨을 위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다음 학기에
학교 및 LEA에 대한 기대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지도 원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공유한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도
지도 원칙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검토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지도 원칙의 요점 요약을 확인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OSSE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학교에서
공유한 지도 원칙 전문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 교육을 위한 지도 원칙: 요약

높은 기대 수준
학교는 모든 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문적 표준과 기대치를 유지하고
학생의 진척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yy학교는 대면, 원격 또는 혼합 방식
등 어떤 형식으로든 학생에게
최우수 품질의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yy학교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결정하고 결과를 가족들과
상의하기 위해 학기 초에 학생의
학습 과정을 확인합니다.

yy교사는 모든 학습 환경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학생 학습 및 학업
성취도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관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yy학교는 학생 개인과 하루에 적어도
1개의 접점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성 및 접근성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특별한 학습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 활용이 학생의
학습과 학교에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yy학교는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yy학교는 학기 첫 2주 이내에 장애

학생 및 영어 학습자 가족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생
고유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가 연방 및 DC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yy학교는 학생과 가족들이 학습에
완전히 참여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족 참여
학부모와 학생은 학생의 교육과
학교 커뮤니티에 굉장히 중요한
협력자입니다.

yy학교는 학년도 계획에 대한
가족들의 초기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계획을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학교는 1년 내내
가족들에게 계속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yy학교는 정기적으로 학생 진척도에
대한 정보와 이용 가능한 개입 및
지원책을 공유합니다.
yy학교는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소통 계획을 수립합니다.
yy학교는 가족이 학생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yy학교는 가능한 한 가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의사소통합니다.

여기에서 지속적 교육을 위한 지도 원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