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위한 원격 학습 개요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도움말

원격 학습 목차
다음 프레젠테이션은 생후에서 12학년까지
자녀들의 원격 학습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담고 있습니다.
라벨

대상

슬라이드 번호

영아, 유아, 만 3세, 만 4세
및 5세가 되는 아동

3-7

유치원에서 12학년 학생들

8 - 19

DOE 소속 모든 학생들.

20 - 30

2

생후-5세 원격 학습
다음 섹션은 영어, 유아, 만 3세, 만 4세 및 5세가 되는
아동에게 해당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생후-5

3

아주 어린 아동들의 원격학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이들은 놀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놀던 말입니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주변 세상을
배우고 중요한 스킬을 연습합니다.
가정은 학습의 기회로 가득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자료들을 탐구하며 학습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 가정에 맞는 일상생활을 수립하여 가족들이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도록 하십시오.
• 전화 통화와 화상 통화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게 하십시오.
강한 애착을 유지하면 자녀들이 강인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 자녀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관해 대화하고 학교들이 문 닫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놀이를 이용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십시오.

생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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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들을 위한 활동
웹사이트 아동 조기교육:가정 학습 에서 어린
아동들의 학습을 집에서 도울 수 있는 지침을
보십시오.
• 가정 학습: 조기 아동교육 지도 자료에는 연령 및 주제별로 정리된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준비물이 전혀 필요 없거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 가정 학습: 추가 자료 페이지에는 자녀의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재미
있는 디지털 및 온라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NYC 프로그램
및 서비스, 그리고 학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5

특별 하이라이트: 웹사이트
Growing Up NYC 에는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뇌성장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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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동들과 COVID-19에
관하여 대화하기
자녀와 함께 COVID-19에 관하여 대화하는
방법은 학교가 문을 닫은 동안 어린 아동이 있는
가정을 위한 지침에서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최신 소식은 Growing Up
NYC: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최신 정보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6

아동 보육
식품
주택
정서적 지원
기타 필수 지원

생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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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의 프로그램 직원과 소통하기
자녀의 프로그램 직원은 여러분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십시오:
• 규칙적인 일상 생활 수립
• 여러분과 자녀가 완수한 활동을 축하하기
• 가정 학습에 관해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
직원들은 각 아동 또는 가정과 매주 두 차례 의사소통을 하도록
권고 받았습니다.
•

매주 이뤄지는 이러한 상호소통은 자녀의 출석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직원과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방식(전화, 이메일, 또는 기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의사소통 하십시오.
• 만약 자녀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원격 학습 상호소통에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 가정에 적합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측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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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를 위한 원격 학습
다음 섹션에는 유치원에서 12학년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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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습
• 원격 학습을 통해 여러분 자녀는 온라인으로
교사에게서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는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집에서 숙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자녀는 컴퓨터, 전화 및 태블릿과 같은 기기를
이용해 원격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학교는 저마다 원격 학습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합니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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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녀의 원격 학습은 “비동시적”, “동시적” 또는 두 가지 혼합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동시적 학습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시간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수업은 사전 녹화 방식, 학생들이 읽어야 할 선정된 교재 및 급우들과의 온라인 토론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동시적 수업은, 자녀가 정해진 시간 동안 교사와 급우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수업은 교사와 학생들이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하여 서로 대응하는 것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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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학생을 위한 활동
학생을 위한 활동 페이지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재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활동들은 각 학년 레벨 및 과목 별로 제공됩니다.
이 활동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나 교사들과
함께 원격으로 공부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및 ELL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있습니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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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습 포털
원격 학습 포털 에는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온라인 학습 도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격 학습 포털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DOE 학생 계정 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 @nycstudents.net”로 끝나는 계정입니다.

@nycstudents.net

• 자녀의 사용자명 이나 비밀번호는 학생 계정 셀프서비스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9 자리 학생식별(OSIS) 번호는 자녀의 성적표, 학생
ID카드 또는 NYCSA 계정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정보는 저희 기술 지원 및 도구 페이지에서
보십시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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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습 포털이란 무엇입니까?
자녀가 원격 학습 포털에 로그인할 때,
학생들은 다음의 3가지 중요한 학습 툴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 구글 클래스룸
• 티치허브(TeachHub)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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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래스룸
구글 클래스룸 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
•
•
•

과제 완성 및 제출
수업 참여
교사와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폴더에 숙제 보관

구글 클래스룸은 아이패드,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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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
학생들은 구글 플랫폼에서 구글 클래스룸 외에도
자동적으로 수많은 온라인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
•
•
•
•
•

Docs 문서를 보거나 작성.
Gmail 이메일.
Drive 온라인 파일 보관.
Slides 프레젠테이션을 보거나 작성.
Forms 온라인 설문 실시, 작성하거나 퀴즈를 내거나 참여.
Sheets 스프레드시트를 보거나 작성.
Meet 교사 및 친구들과 안전하게 화상 또는 오디오 회의
실시.

주의 사항: 각 학교는 저마다 원격 학습 온라인
플랫폼이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되는
것과는 다른 온라인 툴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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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치허브(TeachHub)
티치허브 는 여러 학년과 과목에 걸쳐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툴을 이용하여 온라인 도서 또는
본인이 배운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교육적 게임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 또한 본인의 수업을 보조하기 위해 이
자료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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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온라인 툴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 Word 문서를 읽거나 작성.
•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제작
• Teams 교사 및 친구들과 안전하게 화상 또는 오디오 회의
실시.

•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보거나 작성.
• OneDrive 온라인 파일 저장.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대다수 툴은 구글
클래스룸의 툴들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의 툴만
이용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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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소통하기
부모님은 학교에 온라인 또는 전화 면담을 요청하여
자녀를 지원할 방법을 의논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학교는 소통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가정에서 이메일, 전화 또는 문자 등을 이용하여
교사들에게 연락하는 상세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연락할 사람을 잘 모르신다면,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자녀 학교 연락처 정보 및 웹사이트는 학교 찾기 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Full School Profile(학교 프로필)” 그리고 “General
Information(일반 정보)”를 클릭하십시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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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과 소통하기
어떤 이유로든 학교에 연락할 수 없다면, 학교
관할 학군 사무실로 연락하시거나 311 또는
학부모 지원 핫라인 (718) 935-22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학군 사무실의 패밀리 리더십 코디네이터 또는
패밀리 서포트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연락처들도 학교 찾기 페이지에 있습니다.
• “Full School Profile(학교 프로필)” 그리고 “District
Contacts(학군 연락처)”를 클릭하십시오.

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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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12학년 원격 학습
다음 섹션에는 모든 DOE 학생들에게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생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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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습에 관한 중요 정보
2020년 3월 23일,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2019-2020 학년도말까지 모든 학생들을 위한 원격 학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격 학습에 관한 최신 정보는 www.schools.nyc.gov 을 참고 하십시오.

생후-12

저희 메인페이지 에는 우리 학교들과 귀 자녀의
학습에 관한 중요한 최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뉴요커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하루
3끼 무료 식사 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료 급식 장소를 찾아 보십시오.

저희 학생들을 위한 활동 페이지 에는 K-12학년
자녀의 가정 학습을 도울 자료들이 있으며, 아동
조기교육:가정 학습 페이지에는 영유아 및
유아원생들의 가정 학습을 돕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원격학습을 위해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가
필요한 가정은 기기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전화 718- 955-5100 X 5번으로
요청 하십시오.

저희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 에는 학생들을 위한
원격학습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지역 심화 센터(REC)에서는 최일선 근무자들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REC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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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원격 학습에 관한 최신 정보는
www.schools.nyc.gov 을 참고 하십시오.
692-692번으로 문자 “COVID”를 보내시면
COVID-19에 관한 정기 업데이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구글 번역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에서 선호하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생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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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습을 위한 기기
자녀에게 기기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기기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전화
718-955-5100 x5번으로 요청하십시오.
• 이 기기들은 “인터넷 이용 가능”하며 원격 학습을 받기
위해 별도로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이 기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수업 내용이 인쇄되어
우송될 것입니다.

기기 요청 양식에서는 부모님께서 학생 기기 대여 협약에
동의하실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협약은 다수의
언어로 제공되며 학생들의 기기 사용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iPad 배부 페이지에서 보십시오.

생후-12

23

기술 지원
저희 기술 지원 및 도구 페이지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줌,
그리고 원격 학습 포털 등을 포함한 디지털
학습 도구에 관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을
위한 기술지원 양식 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저희 직원이 연락 드려 문제 해결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생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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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심화 센터
지역 심화 센터(REC)는 응급 요원, 식품 배달 및
레스토랑 직원 그리고 기타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부모님들이 뉴욕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동안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REC는 월-금요일, 7:30AM - 6:00PM 사이
운영되며 모든 학군에서 제공됩니다.
귀 가정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REC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여기에는 유자격 직종의 전체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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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급식
모든 뉴요커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하루
3끼 무료 식사 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센터(Meals Hubs)는 7:30 am - 11:30 am은
어린이와 가족들 대상, 11:30 am - 1:30 pm은
일반 성인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등록이나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성인과
어린이는 한 번에 3끼 식사를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료 급식 장소 를 찾아 보십시오. 학부모나
보호자는 자녀 대신 음식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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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불확실한 시기에 학생들이나 가족에게
질문이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최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
•
•
•
•

수업
출결
학점
특수
시험

생후-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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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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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서비스 원격 학습
학령기 학생으로서 개별교육 프로그램(IEP)이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 원격 학습 계획과 관련하여
연락 드렸을 것입니다. 이 계획은 자녀의 IEP 목표 대비 진척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 및 서비스를 설명한 것입니다.
DOE 프로그램에 다니는 유아원생으로서 SCIS나 특수학급을 추천하는 내용의 IEP가 있다면, 학교에서 원격 학습 계획에 관하여 연락
드렸을 것입니다. IEP에 관련 서비스 및/또는 SEIT만 추천된 유아원생은 텔레테라피를 통해 원격치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자녀가 평소에 수업을 받던 동일한 교사(들) 및 보조교사(들)로부터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계획에 관해 학교와 상의하지 못하셨다면, 자녀의 교사 및/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학습 계획에 관한 상세 정보는 저희 정보 페이지, 그리고 자녀지원을 위한 그 밖의 자료는 저희 가정 학습페이지를 참고
하십시오.

학교에 연락할 수 없다면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에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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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학습 ELL 서비스
각 학교에서는 영어학습학생(ELL) 및 이전에 영어학습학생들을 위한 학교 차원의 원격 학습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가정 언어로 적절한 분량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업은 영어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적합한 자격증을 갖춘 교사와 협력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으셨다면,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보 페이지에 있으며, 자녀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추가 자료는
저희 가정학습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교에 연락할 수 없다면 ELLfamilies@schools.nyc.gov에 이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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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습에 관한 NYCDOE 링크
뉴욕시 교육청
https://www.schools.nyc.gov/

무료 급식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food/free-meals

학생을 위한 활동
• K-12: https://www.schools.nyc.gov/learn-athome/activities-for-students
• 생후-5세: https://www.schools.nyc.gov/learn-athome/activities-for-students/early-childhood

원격 학습을 위한 기기
https://www.schools.nyc.gov/learn-at-home/ipad-distribution

원격학습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schools.nyc.gov/learn-at-home/information-onremote-learning

지역 심화 센터(REC)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menthelp/regional-enrichment-centers
DOE iPad 작동법 https://www.schools.nyc.gov/learn-athome/ipad-distribution/getting-started-with-your-ipad
기술지원 및 도구 https://www.schools.nyc.gov/learn-athome/technical-tools-an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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