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1학년도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

DAY 1

ONGOING

PD Day에서 다음을 진행합니다. 
• 전체 교사 워크샵: 온라인 학습을 위해 
점검하고, 목표와 기대치를 명확히 하
며, 팀 작업 합의서를 개발  

• 사회-정서적 학습(SEL)을 위한 워크샵 
•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간 
• Teams 사용과 관련한 세션(선택)  
• 온라인 학습 지침서, Teams, Seesaw, 

DX를 포함한 지원 자료  

* 해당 일정에 진행하는 내용은 학년별 혹은 학교
별로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내
용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학부모 교육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학
교 폐쇄와 관련해서 소통합니다.  

학부모 교육 Day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교장(HOS)으로부터의 동영상 메시지 
• 각 학교장(Principal)과 학부모 모임  
• ‘자녀의 성공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한 환
경 조성 및 준비’라는 주제로              
Dr. Jennifer Wathall이 진행하는 두 
번의 워크샵(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 Teams/Seesaw/DX 등 온라인 학습 
플랫폼 지원 교육 세션 

• 다양한 학부모용 지원 자료가 있는 웹 페
이지 개시


허용된다면, 한정된 시간동안 학생들이 캠퍼스
에 들어와서 필요한 책, 자료 및 리소스 등을 가지
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초등학생은 “go-bag”을 가지고 갑니다.  

중고등학생은 DX를 통해 안내를 받고 소통합니
다.  
• Teams 미팅 접속과 관련한 자세한 방법
과 일정에 대한 설명  

• 온라인 학습을 위한 팁과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한 지원 자료  

교수진 학부모 학생

• 교사의 요구에 따라 수요일 PD Day 일
정 재조정 

• 디지털 리허설  
• 정기적으로 교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
여, 탄력적으로 시스템 및 구조를 조정 

• 학습지원부(Office of Learning: 
OOL) 주관 수요 업데이트 재개 


• 2주마다 새로운 지원 자료를 웹 페이지
를 통해 배포  

• Dr. Jennifer Wathall이 주관하는 추
가 학부모 교육 세션 마련(필요한 경우) 

• 정기적으로 학부모로부터 의견을 수렴하
여, 탄력적으로 시스템 및 구조를 조정

초등학생: 
• 담임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선택적 
학습보드 공유 

• 정기적인 의견 수렴  

중고등학생: 
• 카운슬러가 작성한 SEL 자료 공유 
• 지정 멘토링 수업  
• 기타 지원 자료 DX에 게시 
• 정기적인 의견 수렴

정부 당국의 명령에 따라 학교 전체 혹은 일부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 ISB의 온라인 학습으로의 전환 계획 방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 
COVID-19 사례가 확인된 경우, 접촉자 추적을 바탕으로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이 요구되는 학년 혹은 학교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