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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co 교육구는 2020-21학년도 운영을 재개하는 계획에서 COVID-19 전염병이 발생한 2020년 봄부터 그동안 체득
한 것들을 기반으로 원격 학습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안내문에는 학생들의 직접 대면 학
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학교가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원격 학습 전환 조건  

1) 만약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여 Jefferson 카운티 보건 당국(JCPH)에서 집에서 격리하기 공중 보건 명
령을 재시행하는 경우, Jeffco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을 원격 학습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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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상황의 경우 학교, 학년 또는 코호트 수준에서 원격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례 

 

학생이나 교직원이 COVID-19 양성 반응을 보이면 해당 코
호트는 양성 학생/교직원의 COVID-19 증상 발현 첫날 후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소규모 확산

 

한 학교에서 확산이 한 번 발생하면(한 번의 확산이란 학
교 내 두 개의 개별 코호트에서 두 명의 양성 COVID-19 사
례가 나오는 것으로 정의됨) 해당 학교는 보다 철저한 소
독을 위해 24시간 동안 폐쇄됩니다. 24시간 후에는 양성 
사례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은 해당 코호트만 제외하고 모
든 학생들이 직접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중 확산 

 

14일 이내에 두 차례 확산이 발생하면 가장 최근 확진자의 
증상이 발현된 첫 날 후 14일 동안 원격 학습으로 전환됩
니다. 

대규모 확산 

 

14일 이내에 서로 관련이 없는 학생/직원이 COVID-19 양
성으로 확인된 사례의 수가 5%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양
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증상 발현 첫날 후 14일 동안 학교
가 폐쇄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학교는 원격 학습으로 전환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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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양성 사례와 다음 단계 

● COVID-19 양성 사례 발생 시, Jeffco 교육구는 JCPH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개발한 격리 절차를 따를 
것입니다. Jeffco 격리 절차는 CDPHE의 유치원 및 학교 내 확진 사례 및 확산 절차를 따릅니다. 

● 건물 내 증상이 있는 교직원과 학생은 건물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반드시 이용할 수 있
게 유지해야 하는 보건실이 아닌) 지정된 안전 의무실(Medical Safe Room)로 이동하게 됩니다.  

● 교육구 RN, 보건 보조원(Health Aide)과 기타 지정 직원은 안전 의무실 및 유증상 학생과 교직원 관
리를 위한 심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귀가 조치된 유증상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구 RN이 
후속 관리를 계속합니다.  

● 의심 및 확진 케이스와 관련된 JCPH와의 의견 조율은 다음이 포함됩니다.  

○ JCPH가 Jeffco 교육구 리더십 팀을 지원해 사례별로 개별 학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결정하도
록 합니다. 

○ 학교장과 협의 하에 Jeffco 교육구의 보건 및 커뮤니케이션부 책임자가 통신문을 발송하게 됩
니다.  

원격 학습으로 전환	 

원격 학습으로 전환 발표 후 첫날	 

개별 학교들은 어떻게 원격 학습으로 빠르게 전환할지 결정할 것입니다(즉시 전환 또는 학교 운영진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루 폐쇄 이후 전환). 학생들이 언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될지도 학교에서 결정합
니다.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온라인 학습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Ed Tech 팀을 통
해 웹 세미나 및 지원이 제공될 것입니다. 학교들은 가족 분들께 즉시 메시지를 보내고 원격 학습에 대한 지
속적인 조정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사 일정 구조	 

개별 학교들은 우리 교육구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해당 학년도 동안 개
별 학교 또는 교육구가 원격 학습으로 전환할 때 여러 학교에서 공유됩니다.	 

학습 계획 

봄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구 전역의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원격 학습을 제공하든, 직접 대면 학
습을 제공하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구 전반에 걸쳐 공통 학습 관리 시스템(Common Learning Management Systems, LMS)을 활용합니
다.  

● Seesaw(PK-3학년) 
● Google Classroom(3-12학년) 
● Schoology(6-12학년) 

매주 학생들은 대면 환경(Zoom 또는 Google Meet)에서 담당 교사들과 상호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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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매일 최소 3시간 동안 동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 학습은 교사와 학생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교사는 주어진 시간 동안 학습 자원 및/또는 과제를 제공
합니다.  
 
비동시 학습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는 접근 방식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편한 시간
에 독립적으로 진행할 학습 자원 및/또는 과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적 부여 및 평가 정책 
COVID-19 기간 동안 국가 시험의 취소로 인해 Jeffco는 성적 부여 정책에 대한 지침과 학생들의 요구를 결
정하는 평가 계획을 계속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학생 시험 일정에 따라 MAP, Acadience 및 Kindergarten 
Readiness Assessment(KEA: 유치원 준비 평가)를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해 다음을 포함한 가족 
지원이 제공됩니다. 

학업 경과 측정(3-10학년을 위한 MAP) MAP 원격 시험을 위한 가족 지원 
● 스페인어 
● 중국어 
● 베트남어 
● 아랍어 

Acadience 평가 

Kindergarten Early Assessment(KEA: 유치원 조기 평가) 가족 지원(유치원) 

특정 성적 부여 정책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다면 해당 학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출석은 학생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격 출석에 대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학교에 직
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원격 출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대면 학습 중에 출석, 
● 집에서 과제 완료, 
●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로그인, 
● 집에서 완료한 과제를 승인하는 온라인 양식 서명, 
● 학생의 학습 시연, 
● 교사의 이메일이나 통신문에 대한 응답, 
● 미리 녹화된 교육용 영상 시청, 또는 
● Zoom이나 Google Classroom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토론이나 포럼 관찰 또는 참여. 

학생 지원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형평성, 다양성과 포용성, 사회 감정 학습, 상담 서비스, 제 2 언어로서의 영
어 등과 같은 학생 지원은 원격 학습 환경에서도 계속 제공됩니다.  

원격 학습 준비  

가족 분들은 학생들이 원격 학습을 준비하는 데 다음과 같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직접 대면 학습을 하는 동안 매일 밤 Chromebook, iPad, 노트북, 충전기, 헤드폰을 집으로 
가져 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학생이 장치를 빌려야 한다면 학교와 협력하여 추가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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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집에서 고속 인터넷 연결이 지원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렵더라도, 핫스팟은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학교에 문의하세
요.    

● 학생의 로그인 ID와 암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Password Reset Tool(암호 재설정 도구)에 등록하세요.  

● 집에서 학교와 연락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 Chromebook, laptop 또는 iPad를 통해 선생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세요. 

● 집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세요. 

● 자율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 몇 권을 준비하세요. 

● 공개되어 있는 기술 자습 자료에서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과 관련하여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을 찾을 수 있습니다. 

● Jeffco’s Remote Learning Tips for Students(학생들을 위한 Jeffco의 원격 학습 팁)를 참조하세요. 

기술 지원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연결성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과 가정은 학교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 직원이 중앙 IT 직원, 지역사회 파트너(Jeffco 교육구 재단, Jefferson 카운티 공공 도서관 등) 및 기업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원격 학습을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저가 인터넷 상
품도 고려해 보세요. 

학생 기기  
우리 교육구 내에서는 이용 가능한 총 기기 수를 파악하였고, 각 학생이 원격 학습을 위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배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5학년 및 9학년 학생들은 TechForE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년도 시작 시점에 새 기기를 받게 됩니다. 해당 학생들이 사용했던 학교 소유의 기기는 저학년 수준으로 
조정되어 재배포되고 있습니다. 6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은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기를 받았습니다. 

학생 및 가족 지원  
저희는 계속해서 학생과 가족 분들을 위해 외부 기술 지원 창구 303-982-3438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용 흐름도를 개발하여 기술 문제가 있을 경우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Jeffco 공공 웹 사이트에는 두 개의 훌륭한 자료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기 지원 페이지이고 하나는 기
술 자료 페이지로, Chromebook, iPad, Google Classroom, Schoology, SeeSaw 등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링크로 연결된 기술 자료는 대부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술 도구  
IT 와 Ed Tech는 함께 협력하여 Actively Learn, Adobe Spark, Screencastify 및 Zoom 등 디지털 도구와 애플리
케이션을 추가로 출시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존 도구 사용과 과정을 간소화해 올해 역동적인 교육 환경
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가족 분들은 Securly Home App에 접속하여 학생의 Jeffco 기기에서 학생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습
니다. 저희는 또한 교육구 전역의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교실 관리 도구를 구입했습니다. 보안 교실 관
리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직접 대면 및 가상 교실 환경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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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및 영양 서비스 

음식 및 영양 서비스는 학생들을 위해 계속해서 ‘음식 픽업(Grab-and-Go Meals)’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학교나 교육구가 원격 학습으로 전환되면 ‘음식 픽업(Grab-and-Go Meals)’ 서비스의 위치와 시간을 결정하
여 공지할 것입니다.  

보육 서비스 

원격 학습으로 전환되면 PK-5학년 학생을 위한 학교 부지와 좌석이 제한적으로 보육에 제공됩니다. 이용 
가능한 부지와 좌석 수는 부분적으로 해당 시점의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료 및 할인 급식
(FRL) 자격을 갖춘 학생들처럼 필요에 따라 좌석이 결정됩니다.  

가족 분들과 소통 

Jeffco 교육구는 이러한 전환 기간 동안 그리고 원격 학습 중에 가족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입니
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메일 뉴스레터 지역 사회 새 소식을 통해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
입니다.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과 수업, 세부사항 등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발표 및 중요한 업데이트 소식은 다음 수단을 통해 공유됩니다. 

● 교육구 웹 사이트 jeffcopublicschools.org 
● 귀하의 학교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채널 
● 교육구 및 학교의 뉴스레터와 이메일 
● 전화 및 문자 메시지 
● 교육구 소셜 미디어 채널:  

○ Twitter 
○ Instagram 
○ Facebook  
○ TeamJeffco Twitter   
○ TeamJeffco Instagram  

● 언론 보도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면 Jeffco Connect에 연락처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
거나 학교 행정실에 연락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족 분들은 우리 교육구의 지역 사회 새 소식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
았거나 과거에 구독을 취소했다면 가입하여 지역 사회 새 소식 이메일을 구독하세요.  

 

원격 학습을 위한 교육구 지원 전화 번호 

Jeffco 교육구 본부 303-982-6500 

차터스쿨 사무실 303-982-6805 

지역 사회 및 가족 연결 303-98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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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다양성, 포용성 303-982-6559 

음식 및 영양 서비스 303-982-6748 

영재 교육 303-982-6650 

보건 서비스  303-982-7251 

어린이집(조기 학습 부서) 303-982-1737   

Safe2Tell  1-877-542-7233 

특수교육 지역사회 지원 부서  303-982-6682 

기술 지원 가족 지원 센터 303-982-3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