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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소스 가이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가이드의 목적은 원거리 학습을 지원하는 리소스를 가정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원거리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정과 학교는 상호 파트너 관계입니다.  

각 세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질문 

• 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리소스  

• 리소스의 실전 활용법에 대한 가이드  

이는 완전한 목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로테크 및 하이테크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 선별된 리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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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자녀의 원격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원격 학습 모델 안내 질문 관련 리소스 해당 리소스 사용 방법 

가정 습관: 

건강한 일과는 학생들이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일과를 

설정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원격 학습 준비를 어떻게 시켜야 

하나요? 

일정을 만듭니다. 아이들 대부분은 학교 일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이와 

비슷한 일정을 만든다면 다른 학습 

환경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 및 신체 활동 시간을 

추가합니다. 

 

일반적인 학교 프로그램에는 쉬는 

시간이나 야외 활동 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일정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간으로 

엄청난 신체 및 정신 건강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들기 활동을 합니다. 예술은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학부모님도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자녀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건강한 수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아이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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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언어 가정에서 자녀의 원격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원격 학습 모델 안내 질문 관련 리소스 해당 리소스 사용 방법 

다언어 가족 지원: 

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자산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원격 

학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어를 하지 못할 경우, 원격 

학습 기간 동안 자녀의 활동, 학습 

및 연습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녀의 학교와 계속해 연락하여 거리 

학습 기간 동안 학교의 교육 계획 및 

고려해야 할 기술적 필요 사항을 

확인합니다. 

자녀의 교사 또는 학교에 전화하여 회의 

절차, 일자 및 시간에 관련한 정보를 

얻습니다. 
 
담당 교사의 이메일 또는 이용 가능한 

다른 수단을 반드시 저장해두십시오. 

원격 학습 기간 동안 자녀의 기분 및 

감정을 표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기 또는 공책을 자녀에게 줍니다. 

일기장에 글쓰기, 낙서, 또는 그림 

그리기는 학생이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내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대처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본인이 영어를 하지 못할 경우, 

자녀의 공부는 어떻게 

확인해주나요?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은 가상 회의가 

아닙니다. 학생의 속도에 따라 

수행되는 과제, 토론 게시판, 포럼 및 

프로젝트 목록이 있습니다. 자녀와 

교사가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같은 방에 있거나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어 학습 과제 내용을 

확인해주십시오. 
 
어떤 활동이 제일 좋은지, 어떤 활동 또는 

내용이 가장 어려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원격 학습 기간 중에 자녀를 

도우려면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를 

구사해야 하나요? 

원격 학습 기간 중 자녀를 돕기 위해 

교육에 사용되는 언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녀가 

공부하고 사고하는 데 파트너가 되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고치거나, 반려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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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편한 언어로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고 학습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돌보거나, 또는 다른 집안일을 할 때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입으로 말하거나 

설명해주십시오. 답을 모르더라도 

질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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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리소스가 원격 학습 기간 동안 영어를 배우는 가정을 지원해줄 수 

있나요?  

원격 학습 모델 안내 질문 관련 리소스 해당 리소스 사용 방법 

영어 학습 가정 지원(ELs) 자녀의 모국어 발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4 주 달력 다운로드 가능한 달력을 통해 가정에서 언어 

학습을 일상생활에 다음 언어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로투갈어, 

소말리아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우르드어 및 베트남어(K-8). 

학년별 가이드  
 

이 가이드를 통해 학부모님은 자녀의 원격 

학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학부모 협의회(National PTA)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와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 

코로나바이러스 리소스 센터 및 

자료표(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 CDC 자료표에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 

고위험군, 예방 방법 및 감염 시 대응 방법에 

대한 개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olorin Colorado COVID-19 다국어 자료표 

Microsoft 번역기  COVID-19 리소스에 대한 언어 액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라이브 캡션 및 번역 

COVID-19 로 인해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미국 이민국 "공적 구호(Public Charge)" 

규정 

이 연방 공고(2020/3/13 기준)는 새로운 

“공적 구호” 규정에 비추어 COVID-19 에 

대한 비 시민 시험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Legal Aid at Work의 밀입국 노동자 

고용권, 코로나바이러스 자주 하는 

임금 및 차별 문제를 포함한 노동 권리를 

명확히 하는 정보표. 금융, 법률, 식품 및 

의료를 포함한 전국의 리소스 목록 

https://drive.google.com/file/d/1_T1jlYSp8QBpNJ5D8PPTQSp63Kulc0gN/view
https://www.pta.org/home/family-resources/Parents-Guides-to-Student-Succes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Chines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sp.html
https://www.colorincolorado.org/coronavirus
https://www.microsoft.com/en-us/translator/education/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https://www.uscis.gov/greencard/public-charge
https://legalaidatwork.org/factsheet/undocumented-workers-employment-rights/
https://legalaidatwork.org/factsheet/undocumented-workers-employment-rights/
https://legalaidatwork.org/factsheet/coronavirus-faq/?fbclid=IwAR0xpiqRCFpfJ0_LpKtnBXJl2b00IKN_0ZCmdeIIA0lTNc92hbke524lS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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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English, 스페인어 및 중국어) 

이민자를 위한 전국 리소스 

 

United We Dream의 불법 체류자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법 체류 및/또는 무보험 환자를 환영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의료 시설 모음. 

 

https://legalaidatwork.org/factsheet/coronavirus-faq/?fbclid=IwAR0xpiqRCFpfJ0_LpKtnBXJl2b00IKN_0ZCmdeIIA0lTNc92hbke524lSr8
https://legalaidatwork.org/factsheet/coronavirus-preguntas-frecuentes/?lang=es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u/1/d/18p9OSlLpSYanIoUC-gEbhVbRMYVUfw4wyrixa9ekGdc/htmlview?fbclid=IwAR06BoBkV2VZbnC3sag8vFju51YKI61d0LupK-6bZdB1oBYymQVnx6zm_Rg
https://unitedwedream.org/2020/03/healthcare-access-for-undocumented-folks-in-the-time-of-covid19/
https://unitedwedream.org/2020/03/healthcare-access-for-undocumented-folks-in-the-time-of-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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