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옴부즈의 주지사 사무식 : 원격 학습을 위한 학교 개학 계획

이 목록은 가족과 학교 팀이 함께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집에 다 설치하지는 않았겠지만, 학교들은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공유할 수 있는 준비와 다른 지역사회 자원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완료

기본 필수항목

노트

학습을위한 안전한 공간
앉을 수있는 편안한 장소
책상 또는 테이블
제한된 방해 요소
식사 : 아침, 점심, 간식
완료

어른 지원
학교 급식 준비 및 감독
매일 일정 유지 (수업 시작, 자율학습 수행)
기기 설정 (태블릿, 컴퓨터, 앱)
필요한 경우 실시간 원격 교육 중 지원
자율 학습 중 지원

원격 학습 중 학습 및 행동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성인 교육
완료

학습 장치 및 인터넷 연결
학생당 하나의 기기
마이크 (말하기 용) 및 스피커 / 헤드셋 (듣기 용)
카메라 (비디오 수업 참여용)
키보드, 마우스, 기타 적응 장비
고속 인터넷
장치에로드 된 학습 앱 및 프로그램
계정 및 비밀번호 설정
학생 및 가족을 위한 각 프로그램 사용 방법 교육
학교 또는 학군에 대한 기술 지원 연락처 정보

노트
가족의 제공 할 수있는 것이 다른
것처럼 학생들도 다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와 학교에서
원격으로 어떻게 지원 할 수
있을까요? 성인 대면 지원은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가족
자원과 필요에 맞게 학교 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노트
학생에게 기기 나 안정적인
인터넷이없는 경우 전화, 사회적
거리를 두고 방문, 자료 픽업 및
반납, 우편 등 정기적으로 학습
자료를 교환하는 다른 방법을
고려합니다.
일부 학군은 가족,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경우 일부
대면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있습니다.

완료

기타 학용품

노트

펜, 연필, 종이
프린터 및 잉크 카트리지 (인쇄가 필요한 경우)
미술 용품
과학 프로젝트 용품
활동 및 용품을 위한 체육 (PE) 공간
완료

개별화 된 전문 지원 계획

노트

IEP 또는 섹션 504 계획 업데이트를위한 계획 및 회의 자녀가 다음에 대한 지원을받는
영어 교육 (ELL) 제공 계획
학습 지원 프로그램 (LAP) 지원 제공 계획 (학업 및 /
또는 행동에 대한 개별 또는 소그룹 지원)
기타 전문적이고 개별화 된 지원 계획

완료

커뮤니케이션 계획

경우 미리 계획하십시오. 특수
교육; 개별 편의; 영어 학습자;
읽기, 쓰기, 수학 또는 행동에
대한 추가 지원; 홈리스; 및 /
또는 위탁 양육. 귀하, 귀하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하다면
계획에 몇 가지 대면 지원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노트

교장, 학교 카운슬러, 기타 주요 연락처의 연락처 정보
정기적 인 체크인 계획
교사와 학생 간의 체크인
교사와 부모 / 보호자 간의 체크인
필요한 경우 통역사 라인 및 이중 언어 직원을위한
연락처 정보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번역 된 정보 (이메일, 문자
메시지, 학업 지침 포함)를 제공하도록 계획합니다.
완료

일일 및 주간 일정

노트

벽이나 냉장고에 게시 할 시각적 일정
온라인 일정 (캘린더에 넣고 미리 알림 설정)
특수 교육, 영어 학습자 서비스 등과 같은 전문
지원을 계획
완료

학습 동기와 보상
사적인 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구축 계획
또래간의 교류 기회
참여와 의미 있는 수업과 활동
완료된 과제를 기념하기 위한 좋아하는 활동 또는
간식에 대한 옵션

노트

완료

학생 및 가족을위한 정신 건강 관리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는 활동
현재 정신 건강 제공자의 연락처 정보

노트

워싱턴 주 코로나19 대응 웹
사이트에서 : COVID-19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면 833681-0211로 전화하여 지원 및
리소스를 요청하십시오. 정신 및
정서적 웰빙을 위한 리소스가 있는
워싱턴
주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웹
학교 상담사 및 학교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연락처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정보
https://coronavirus.wa.gov/informati
학교 또는 학군이 제공 할 수있는 사회적 정서적
on-for/you-and-your-family/mental학습을 위한 모든 도구
and-emotional-well-being

각 카운티의 정신 건강 위기 라인에 대한 전화 번호를
찾으십시오 : https://www.hca.wa.gov/health-careservices-supports/behavioral-healthrecovery/mental-health-crisis-l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