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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국제 학교 중등부 및 고등부 온라인 학습 체계 
 

NIS 온라인 학습은 일반적인 학교 건물 기반 학습 경험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가르침과 학습 경험을 주기 위해 사용됩니다. 온라인 학습은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자적으로 학습 자료와 교사 지원을 제공합니다.  

 

NIS 온라인 학습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구성됩니다:  
• 미션과 전략 중심의 학습 경험; 

• 진행 속도와 관련하여 학생에게 선택권과 유연성 제공 

• 과목별 현재 진행중인 단원에 해당하는 학생 학습 결과물(SLO)을 기반으로 하여 

교사가 공들여 제작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학생에게 제공 

• 학생들이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 기회를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교사의 역할: 
• 교사는 학년별 개요(Grade Level Overviews 아래 링크 참조)와 매니지백의 문서에 

따른 현재 학습중인 단원의 진정한 부분이며 결과에 초점을 맞춰 학생을 위한 학습 

경험을 개발한다 

• 과제와 활동은 현재 학습중인 단원과 분리되거나 다른 내용이어서는 안된다 

• 교사는 매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도록 온라인 상태를 유지한다 

• 교사는 시의 적절하게(온라인 학습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는 가능한 빨리 이루어짐을 

의미) 유용하고 정확한 피드백을 학생에게 제공한다 

• DP 마감 시간은 유지한다 

 

학생의 역할: 
•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 제공되는 학습 기회에 유의미하게 참여한다 

• 매일 온라인 학습에 참여한다 

• 교사가 부여하는 과제를 완성한다 

• 필요할 때마다 교사에게 연락하여 질문한다 

• IB 학습자상의 특징에 따른 원칙적인 학습자가 된다 

• 주어진 시간 안에 과제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유연하게 공부한다 

 

부모의 역할: 
• 매일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조용한 공간, 인터넷 접속,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시간 등을 포함 

• 질 좋은 수면, 균형 잡힌 식단 및 운동 시간 등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 과제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정상 참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고지하는 등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교사와 소통하기 

http://www.nanjing-scho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