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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는이 원격 학습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9-20 학년도를 마치는 데 도움을 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충돌, 좌절, 눈물이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가이 위기에 대응 한 방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숨을 쉬고 여름을 보며 가을에 학교가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직접 학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고려해야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양질의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전문 직원이 실제로 실행할 수있는 모델을 제시해야합니다.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이유로, 우리는 실무적인 학습 모델을 세워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학교가 지역 사회에 퍼지는 벡터가되지 않도록 모든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또한 발생 시간이 발생하여 대면 및 원격 

학습에서 한동안 이동하는주기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해야합니다.

이 문서는 가장 최근의 생각을 제시합니다. Jeffco의 헌신적이고 재능있는 직원의 수백 시간의 연구, 시나리오 모델링 및 작업을 나타냅니다. 

또한 모든 직원 그룹의 의견을 요청하고 검토했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작업이며 커뮤니티의 솔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이 계획을 더욱 

개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의견과 최선의 생각을 환영하며, 귀하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Jeffco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교육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이 계획을 특히 처음으로 보는 것이 끔찍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야하는 교육 시스템을 슬프게하고 우리가 

직면하고있는 것의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압도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일부 개념이 양극화 될 수 있으며, 우리 앞에있는 

길에 대한 강한 의견이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것에 대해 열려 있어야하며 앞으로 나아 가기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합니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망설임을 털어 내고 최선의 사고를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용기있게 

행동해야합니다.

큰 결의로 

Jason E. Glass Ed.D. 

교육감 및 수석 학습자 Jeffco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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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CO 공립학교 

설문 조사 링크-의견을 제공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소개 

2020 년 3 월 Jeffco 공립학교 (Jeffco)는 COVID-19의 발생 및 관련 공중 보건 명령으로 인해 직접 학습 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봄 학기의 나머지 기간 동안, 학생들은 교육구 전체에서 원격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교육 제공 모델은 전통적인 교육 

환경이지만 가을에 학교가 재개되면 공중 보건 제한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서에 요약 된 Jeffco 공립학교 다시 시작 모델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해 학교가 최대 용량으로 재개 할 수없는 경우 대면 학습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는 가능한 한 직접 학습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적용 가능한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초안 모델은 작성 당시 사용 가능한 공중 보건 정보를 기반으로합니다. 계획은 새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공중 보건 공무원의 지침에 따라 

조정됩니다. Jeffco 커뮤니티 전체의 교육과 건강을 보장하기위한 협력 노력을 지원해 주신 귀하의 의견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재시작 모델은 다음 공중 보건 가정을 기반으로합니다 (변경 될 수 있음). 

● 공중 위생: 

○ 모든 사람은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 직원과 학생의 얼굴 덮개를 적극 권장 

○ 증상 선별 기대 

○ 화장실 및 위생 프로토콜 

○ 그룹 수집 제한 

○ COVID-19 사건이 의심되고 확인되면 단기 학교 폐쇄가 필요합니다. 

○ 추가 청소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 학생 교육 : 

○ 원격 학습  모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있는 옵션 원격 학습  모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있는 옵션 원격 학습  모든 학생들이 선택할 수있는 옵션 

○ 하이브리드 학습 ( 대학생과 원격 학습의 혼합)은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 사항입니다 하이브리드 학습 ( 대학생과 원격 학습의 혼합)은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 사항입니다 하이브리드 학습 ( 대학생과 원격 학습의 혼합)은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 사항입니다 

재시작 모델은 12 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1. 공중 위생1. 공중 위생

2. 아카데믹2. 아카데믹

삼. 학생 서비스삼. 학생 서비스

4. 운영4. 운영

5. 인력 관리5. 인력 관리

6. 과학 기술6. 과학 기술

7. 연락7. 연락

8. 특수 교육8. 특수 교육

9. 학교 관리9. 학교 관리

10. 재능과 재능10. 재능과 재능

11. 학생 참여11. 학생 참여

12. 의료 서비스12. 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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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 보건 

개요

Jeffco 공립학교는 학생들과 교직원을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Jefferson County Public Health (JCPH)와 계속 협력 할 

것입니다. 직접 학습 모델에 관계없이 Jeffco 공립학교 건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공중 보건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다음은 현재 정보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건강 규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키 포인트

1.1 그룹 모임 및 사회적 장애 요건 

● 오늘날에는 그룹 모임의 규모와 6 피트의 사회적 소외 기대치를 제한하는 주 및 지방 공중 보건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 

학기가 시작될 때 비슷한 질서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다.

● 결과적으로 Jeffco는 대규모 그룹 모임 공간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영역은 외부 공간을 포함하여 모든 장소 또는 지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간주됩니다. 체육관, 카페테리아, 복도 등 

넓은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차별 요구 사항 

■ 다른 사람으로부터 6 피트 (약 2 팔 길이)를 유지하십시오. 

■ 집회, 구내 식당, 견학, 직원 회의와 같은 대규모 그룹의 집단 모임은 피하십시오. 

■ 버스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를 외부로 유지하십시오-쉬는 시간을 포함합니다. 운동장 장비 및 운동장 장비 제한 공유가 

고려됩니다.

1.2 학생 및 교직원 수 

● Jeffco 공립학교는 단체 모임의 한계와 사회적 소외로 인해 건물 내 1 인당 충분한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 용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학생 및 교직원의 건물 수용 인원을 줄이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객은 제한됩니다. 

● Jeffco 공립학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학생 집단을 함께 유지하려고합니다. 

1.3 건물 교통 지침 및 증상 선별 

1.3a 건물 출입시 증상 선별 과정이 진행됩니다. 

○ Jeffco 건물에 들어온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은 온도 검사와 함께 JCPH와 협력하여 개발 된 일련의 증상 선별 질문. Jeffco 건물에 들어온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은 온도 검사와 함께 JCPH와 협력하여 개발 된 일련의 증상 선별 질문. 

○ 가능한 한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그룹의 증상 선별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입국시 이것은 엔트리 효율성을 높이고 가능한 한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그룹의 증상 선별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입국시 이것은 엔트리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특정 학생이 병에 걸 렸는지 인식 할 때 학생을 알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특정 학생이 병에 걸 렸는지 인식 할 때 학생을 알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개의 진입 점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육구의 공인 간호사 (RN)에서 학생들이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개의 진입 점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교육구의 공인 간호사 (RN)에서 

교육을 받고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8 월. 교육을 받고 프로토콜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8 월. 

○ 국제 또는 해외 여행에 대해 직원을 선별 할 수 있습니다. 14의 검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JCPH의 안내에 따라 요일. 국제 또는 해외 여행에 대해 직원을 선별 할 수 있습니다. 14의 검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JCPH의 안내에 따라 요일. 

○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개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폐쇄 캠퍼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b 각 Jeffco 건물은 별도의 출입구가있는 단방향 교통 흐름을 만들려고합니다. 

Jeffco 공립학교 다시 시작 모델-초안 3.0 4 

외부 문서 



 

○ 플로어 데칼, 컬러 테이프 또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흐름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은 시각적 신호 그리고 일방 통행의 방향. 플로어 데칼, 컬러 테이프 또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흐름을 나타내는 표지판과 같은 시각적 신호 그리고 일방 통행의 방향. 

추가 질문은 6 피트 간격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줄을 서서 추가 질문은 6 피트 간격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줄을 서서 

○ 가구는 사회적 분산 관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될 것입니다. 

○ 학교는 건물 안팎으로의 교통 흐름을 통제하여 최대한의 용량 계획은 각 시작 및 종료 지점에서 조정 및 관리됩니다. 학교는 건물 안팎으로의 교통 흐름을 통제하여 최대한의 용량 계획은 각 시작 및 종료 지점에서 조정 및 관리됩니다. 

1.4 개인 보호 장비 (PPE) 및 위생 조치 

● 학생과 교직원에게 얼굴 덮개 (코와 입)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 안면 덮개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은  안면 취재 권장 사항해야 할 것과하지 말아야 할 것.안면 덮개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은  안면 취재 권장 사항해야 할 것과하지 말아야 할 것.안면 덮개에 대한 지침 및 권장 사항은  안면 취재 권장 사항해야 할 것과하지 말아야 할 것.

● 품목이나 표면을 청소하거나 소독 할 때마다 FNS (Food and Nutrition Services) 직원과 다른 직원에게는 항상 장갑이 필요합니다. 

● 얼굴 가리개 (개인 얼굴 가리개 백업), 손 소독제, 온도계 및 장갑을 포함한 개인 보호 장비 (PPE)는 8 월부터 학년도 내내 학교에 

지속적으로 제공됩니다. 

● 건강 위험 범주가 더 높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추가 PPE 및 편의 시설 (플렉시 글라스, 재채기 보호대)이 제공됩니다. 

● COVID-19의 퍼짐을 막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판, 손을 올바르게 씻고, 얼굴 덮개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보호 조치를 장려하여 

건물에 전시합니다. 

● 손 위생을 위해 하루 종일 일관된 예약 시간과 절차를 수립하여  손 씻기  . 손 위생을 위해 하루 종일 일관된 예약 시간과 절차를 수립하여  손 씻기  . 손 위생을 위해 하루 종일 일관된 예약 시간과 절차를 수립하여  손 씻기  . 손 위생을 위해 하루 종일 일관된 예약 시간과 절차를 수립하여  손 씻기  . 손 위생을 위해 하루 종일 일관된 예약 시간과 절차를 수립하여  손 씻기  . 

● COVID-19 증상이 나타날 때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집에 있어야합니다. 

1.5 1.5   COVID-19 사례 의심 / 확인  - 학교 결정 트리  COVID-19 사례 의심 / 확인  - 학교 결정 트리  COVID-19 사례 의심 / 확인  - 학교 결정 트리  COVID-19 사례 의심 / 확인  - 학교 결정 트리  COVID-19 사례 의심 / 확인  - 학교 결정 트리 

● 건물의 증상이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건물을 안전하게 떠날 수있을 때까지 기존의 격리 된 방 (보건실이 아니라 보관해야 함)으로 

가야합니다. 

● 의심되고 확인 된 사례에 관한 Jefferson County Public Health (JCPH)와의 조정. 

○ JCPH는 Jeffco 공립학교 지도팀이 개별 학교에 대한 사례를 결정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JCPH는 학생 및 대부분의 교직원이 단기적으로 해고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6 전송 완화 및 청소 절차 

● 다른 학생들에게 안전 또는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창문 및 / 또는 문을 열어 실외 공기의 순환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 학생과 교직원은 가능한 한 모든 용품,기구,기구, 장난감, 책 및 학습 보조기구의 공유를 제한해야합니다.

● 양육 서비스 청소 관행  박테리아 나 바이러스가 전염 될 가능성이 높은 표면 소독에 중점을 두어 건강을위한 청소에 중점을 둘 양육 서비스 청소 관행  박테리아 나 바이러스가 전염 될 가능성이 높은 표면 소독에 중점을 두어 건강을위한 청소에 중점을 둘 양육 서비스 청소 관행  박테리아 나 바이러스가 전염 될 가능성이 높은 표면 소독에 중점을 두어 건강을위한 청소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 Custodial Services Department는 학군 보건 서비스 부서, Jeffco Public Health (JCPH) 및 Colorado Public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CDPHE)와 협의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하고시기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직원 및 

지역 사회. 

참조 및 자료 :

학교를위한 CDC 지침 JCPH 업데이트 

및 리소스 CDPHE 업데이트 및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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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oH15G-LCNHhatxYtfzRieIZ4OPu-DRKnEb9uhVQItEk/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H15G-LCNHhatxYtfzRieIZ4OPu-DRKnEb9uhVQItEk/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mf5EgaZemdywcSETX7sPgXRn_2Zhe-8ejz_9NgJw5wg/edit?ouid=108894613739682185637&usp=docs_home&ths=tru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guidance-for-schools.html#guidance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guidance-for-schools.html#guidanc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qxld9RUV1-Uj2SQ9zWsZuQsulfofgAfswjAkvFuAFQ/edit?usp=sharing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schools-childcare/guidance-for-schools.html#guidance
https://www.jeffco.us/3999/Coronavirus-Disease-2019-COVID-19
https://covid19.colorado.gov/


 

 

2. 학업 

개요 

Jeffco 공립학교는 심화 학습에 중점을 둔 교육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  Jeffco 딥 러닝 모델.)  우리는이 모델이 학생들의 숙달을 가장 잘 Jeffco 공립학교는 심화 학습에 중점을 둔 교육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  Jeffco 딥 러닝 모델.)  우리는이 모델이 학생들의 숙달을 가장 잘 Jeffco 공립학교는 심화 학습에 중점을 둔 교육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  Jeffco 딥 러닝 모델.)  우리는이 모델이 학생들의 숙달을 가장 잘 Jeffco 공립학교는 심화 학습에 중점을 둔 교육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  Jeffco 딥 러닝 모델.)  우리는이 모델이 학생들의 숙달을 가장 잘 Jeffco 공립학교는 심화 학습에 중점을 둔 교육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  Jeffco 딥 러닝 모델.)  우리는이 모델이 학생들의 숙달을 가장 잘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촉진한다고 믿습니다.   콜로라도 학업 표준  과  제프 코 콜로라도 학업 표준  과  제프 코 콜로라도 학업 표준  과  제프 코 콜로라도 학업 표준  과  제프 코 콜로라도 학업 표준  과  제프 코 콜로라도 학업 표준  과  제프 코

세대 기술  .  공중 보건 지침에 의한 교육에 어떤 제한이 가해지더라도이 모델은 2020-21 학년도 동안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계속 사용될 세대 기술  .  공중 보건 지침에 의한 교육에 어떤 제한이 가해지더라도이 모델은 2020-21 학년도 동안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계속 사용될 세대 기술  .  공중 보건 지침에 의한 교육에 어떤 제한이 가해지더라도이 모델은 2020-21 학년도 동안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계속 사용될 세대 기술  .  공중 보건 지침에 의한 교육에 어떤 제한이 가해지더라도이 모델은 2020-21 학년도 동안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계속 사용될 세대 기술  .  공중 보건 지침에 의한 교육에 어떤 제한이 가해지더라도이 모델은 2020-21 학년도 동안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계속 사용될 

것입니다. 교직원은 가능한 한 직접 학습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 학습을 지원해야합니다.

Jeffco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접 대면 및 원격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주요 역할 인 학생들을위한 강력한 관계 및 

교육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습과 원격 학습의 조합 인 하이브리드 학습  전통적인 강의실 경험을 다시 만들지 않으며 상당히 교육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습과 원격 학습의 조합 인 하이브리드 학습  전통적인 강의실 경험을 다시 만들지 않으며 상당히 교육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습과 원격 학습의 조합 인 하이브리드 학습  전통적인 강의실 경험을 다시 만들지 않으며 상당히 교육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습과 원격 학습의 조합 인 하이브리드 학습  전통적인 강의실 경험을 다시 만들지 않으며 상당히 교육에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접 학습과 원격 학습의 조합 인 하이브리드 학습  전통적인 강의실 경험을 다시 만들지 않으며 상당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구와 시스템은  지원하다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군의 교사와 교직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구와 시스템은  지원하다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군의 교사와 교직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구와 시스템은  지원하다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군의 교사와 교직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구와 시스템은  지원하다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군의 교사와 교직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구와 시스템은  지원하다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군의 교사와 교직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구와 시스템은  지원하다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군의 교사와 교직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도구와 시스템은  지원하다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군의 교사와 교직원. 

원격 학습은 비동기식 및 동기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학습은 모든 학습자에게 교육과 학습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사는 Google 클래스 룸, Schoology 및 / 또는 시소에서 학습 리소스 및 작업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한 번에 학습에 

액세스합니다. 동기식 학습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교사는 특정 시간 동안 Google 클래스 룸, 

Schoology 및 / 또는 시소를 통해 사용 가능한 화상 회의를 통해 학습 리소스 및 작업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학습 중에 직접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 중에 직접 학습   기회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올 때 기회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올 때

학교에서는 Google 강의실, Schoology 및 / 또는 시소를 통해 온라인 리소스에 계속 액세스하면서 실제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교육을받습니다.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에는 학생의 요구와 전문 교육자의 전문 지식에 직접 연결된 집중 교육이 포함됩니다. 소규모 

그룹지도 (문해력, 수학, 언어 개발), 학습 실습 (캐리어 기술 교육 경험) 및 교사 주도 평가 등이 있습니다.

요점 1-  학군과 학교는 가을에 학교에 돌아올 때 학생의 하이브리드 (직접 및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및 가족과 협력 할 것입니다. 요점 1-  학군과 학교는 가을에 학교에 돌아올 때 학생의 하이브리드 (직접 및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및 가족과 협력 할 것입니다. 요점 1-  학군과 학교는 가을에 학교에 돌아올 때 학생의 하이브리드 (직접 및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및 가족과 협력 할 것입니다. 

● Jeffco 공립학교는 학군 커리큘럼의 월별 학습 주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하여 학생과 가족이 학업 적 기대와 학생의 성공을 

지원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합니다. 

● 가정에서 학생들이 하이브리드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 자료를 포함하여 학습 과정에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사 소통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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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effcopublicschools.org/academics/jeffco_learning_model
https://jeffcopublicschools.org/academics/jeffco_learning_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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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effcopublicschools.org/about/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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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과 학부모가 Google 클래스 룸, Schoology 및 시소와 같은 온라인 교육 도구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되는 기술 팁과 문제 

해결 안내서가 제공됩니다. 

● 우리는 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 및 독립적 인 학생 근무 시간과 같은 교실과 학교에서 일관된 학습 경험의 모델을 제공 할 

것입니다. 

요점 2-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학습, 자원 및 지원을 통해 교사의 가을 계획 및 교육 요구를 지원합니다. 요점 2-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학습, 자원 및 지원을 통해 교사의 가을 계획 및 교육 요구를 지원합니다. 요점 2-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학습, 자원 및 지원을 통해 교사의 가을 계획 및 교육 요구를 지원합니다. 

● 학생들이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강한 관계, 루틴 및 기대와 함께 학년도를 시작하고 학년도 내내 그러한 

관계와 학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개발하십시오. 

● 과제, 과제 및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공유 할 수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습 기대치 및 

일정을 수립하십시오. 

● 우선 순위가 지정된 2020에 중점을 둔 학년 수준의 커리큘럼 및 리소스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  콜로라도 학업 표준  비판적 학습이 우선 순위가 지정된 2020에 중점을 둔 학년 수준의 커리큘럼 및 리소스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  콜로라도 학업 표준  비판적 학습이 우선 순위가 지정된 2020에 중점을 둔 학년 수준의 커리큘럼 및 리소스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  콜로라도 학업 표준  비판적 학습이 우선 순위가 지정된 2020에 중점을 둔 학년 수준의 커리큘럼 및 리소스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  콜로라도 학업 표준  비판적 학습이 우선 순위가 지정된 2020에 중점을 둔 학년 수준의 커리큘럼 및 리소스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  콜로라도 학업 표준  비판적 학습이 

이루어 지도록합니다. 

● 학생들의 수업 내용을 검토하고 학생들과 학습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학생의 작업에 대한 의미있는 피드백을 검토하고 제공하십시오. 

●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차별화 된 학습을 통해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  2020 년 콜로라도 학업 표준 및  Jeffco 세대 기술  .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차별화 된 학습을 통해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  2020 년 콜로라도 학업 표준 및  Jeffco 세대 기술  .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차별화 된 학습을 통해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  2020 년 콜로라도 학업 표준 및  Jeffco 세대 기술  .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차별화 된 학습을 통해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  2020 년 콜로라도 학업 표준 및  Jeffco 세대 기술  .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차별화 된 학습을 통해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  2020 년 콜로라도 학업 표준 및  Jeffco 세대 기술  .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차별화 된 학습을 통해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  2020 년 콜로라도 학업 표준 및  Jeffco 세대 기술  .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차별화 된 학습을 통해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  2020 년 콜로라도 학업 표준 및  Jeffco 세대 기술  . 

● 하이브리드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의 다음 단계를 알려주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균형 잡힌 평가 관행에 대한 교육 접근 방식을 

채택하십시오. 

●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학업 내용, 평가 및 학생 반영 제공  Jeffco 딥 러닝 모델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도구  학생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앱과 같은 

● 지속적인 직원 교육 및 리소스를 통해 예상되는 학생 학습 격차 및 전략을 파악하여이를 극복하십시오. 

● 초급 유치원부터 5 학년까지의 기초 학습 능력과 수학 능력, 고생하는 독자들을위한 Colorado READ Act 준수 및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 최고의 개발 수업 실습을 우선시하십시오. 

● 학생의 학습 관심사를 지원하고 콜로라도 졸업 요건에 맞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레벨에 대한 직업 및 대학 준비를 보장해야합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하이브리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요점 3-  우리는 교육자들이 하이브리드 (개인 및 원격) 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학습 기회는 요점 3-  우리는 교육자들이 하이브리드 (개인 및 원격) 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학습 기회는 요점 3-  우리는 교육자들이 하이브리드 (개인 및 원격) 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문적인 학습 기회는 

교육자들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계획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 환경에서 교사는 다음과 교육자들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계획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 환경에서 교사는 다음과 교육자들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계획하고 가르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 환경에서 교사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도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학습. 

● 교사가 협력하여 학생들이 학업 표준을 충족하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계획을 조정하도록 원격 팀 회의를 

지원합니다. 

● 하이브리드 학습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위한 양질의 수업의 구체적인 예. 

● 최신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교육자를위한 개별화 된 지원. 

참조 및 자료 :참조 및 자료 :

제프 코  원격 학습 계획 Jeffco 딥 러닝 모델  (JDLM) 제프 코  원격 학습 계획 Jeffco 딥 러닝 모델  (JDLM) 제프 코  원격 학습 계획 Jeffco 딥 러닝 모델  (JDLM) 제프 코  원격 학습 계획 Jeffco 딥 러닝 모델  (JDLM) 제프 코  원격 학습 계획 Jeffco 딥 러닝 모델  (JDLM) 

Jeffco 생성 기술 콜로라도 학업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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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effcopublicschools.org/UserFiles/Servers/Server_627881/File/Jeffco%20PS/District%20Services/Health%20Services/RemoteLearningPlan-JeffcoPublicSchools-May2020.pdf
https://jeffcopublicschools.org/academics/jeffco_learning_model
https://jeffcopublicschools.org/about/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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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서비스 

개요 

학생 서비스 부서는 학생 서비스 부서는   정신 건강 웹 사이트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정신 건강 웹 사이트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정신 건강 웹 사이트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정신 건강 웹 사이트  지속적인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웹 사이트를 통해 가족과 지역 사회 구성원.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환경에서 Student Services는 계속해서 학교에 학생들의 정신 건강 요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프로토콜과 훈련을 제공 할 것입니다.

키 포인트 

3.1 위기 대응 및 자살 예방

● 학교 건물에서 언어 또는 행동에 관해 표현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신 건강 전문가는 직접 자살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직접 대화를 위해 

마련된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 원격 상태에서 언어 또는 행동에 관해 표현하는 학생의 경우 교직원은 원격 자살 위험 평가 프로토콜 (모든 학교 관리자 및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제공)을 따릅니다. 

● 모든 위기 사건 대응은 필요에 따라 건물 또는 원격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학교 안전부 및 건물 수준 행정부와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 우울증과 불안의 징후를 인식하도록 모든 직원을 교육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교직원은 원격 학습 환경에서 의무보고에 대한 교육을 받고 조난 징후를 인식하게됩니다. 

● 학생 서비스는 원격 환경에서 질문, 설득, 교직원 및 지역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참조하십시오. 

3.2 504 지원 및 규정 준수 

● 학습 환경의 변화는 학습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및 원격 환경에서 504 계획의 

혜택을받을 수있는 학생들을 식별하고 수용 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모든 504 지원 및 회의 프로토콜은 현장 및 원격 옵션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회의 참여 및 의사 소통에 관한 결정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04 개 팀은 학습 환경 (개인 및 원격) 모두에서 학생들의 숙박 요구를 논의하도록 권장됩니다.

3.3 Social Emotional Learning 

Student Services는 교직원에게 교육 제공 (외상 정보 교실 관리-대면 및 원격 교육, 교실 및 가정에서의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등)을 포함하여 대면 및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위한 포괄적 인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 건물 환경 및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 구축 및 

참여를 강조하는 가족 학교 파트너십 지원. 

● 사회적 감정 학습 전문가 (SELS)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정서적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대면 및 원격 사회적 감정 학습 전문가 (SELS)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정서적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대면 및 원격 사회적 감정 학습 전문가 (SELS)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정서적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함으로써 대면 및 원격 

학습자를 모두 지원합니다. 

3.4 상담 서비스 

● 카운슬러는 팀 및 관리자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직접 또는 원격으로 제공 할시기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사례별로 

(알파벳, 등급 등)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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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문화와 기후 

● 학생 서비스는 모든 학교와 협력하여 외상 정보 관행에 대한 직원 모범 사례를 지원합니다. 학생들에게 보편적 인 외상 치료 

전략을 인정하는 긍정적 인 기후와 문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범 

사례 지침이 제공 될 것입니다. 학생 서비스는 교직원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 왔을 때 사회적 정서적 건강 상태를 평가할 필요성을 인식 한 Student Services는 학생 지원 수준을 알리는 데 

사용될 수있는 모든 학교에서 강점 기반 선별기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조 및 자료 :

정신 건강 자원 COVID-19 및 

504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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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개요 

Jeffco 공립학교 운영 서비스는 융통성있는 필요성을 이해하고 대면 교육을 극대화하고 지역 보건 명령을 준수하는 교육 모델에 대응합니다. 

교통, 음식 서비스 및 운영 기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운영 및 지원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교통, 음식 서비스 및 운영 기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운영 및 지원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교통, 음식 서비스 및 운영 기능은 학생과 교직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운영 및 지원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육상 / 활동 

2.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3. 시설 

4. 음식과 영양 

5. 학교 및 학군 현장 안전 

6. 학생 교통 

키 포인트 

서비스 모델의 구현은 학군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위한 학생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거나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지침은 Jeffco 공립학교 

교직원, 학생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을위한 안전한 환경과 건강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1 운동 / 활동 : 

Jeffco 공립학교는 가을에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운동 및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참여를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Jeffco 공립학교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외 프로그램에서 우수성을 유지했으며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촉진 할 

것입니다.

● 스포츠 및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콜로라도 고등학교 체육 협회 (CHSAA) 매개 변수 준수. (CHSAA는 아직 2020 년 가을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4.3 시설 관리 : 

시설 부서는 교육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의 필요한 학생 숙박 시설을 제공 할 것입니다. 필요한만큼, 학군 사이트는 학생들의 

경험에 "따뜻하고 안전하며 건조한"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습니다. 시설 그룹은 모든 작업 부서를 유지합니다.

● 건설 관리 

● 내부 및 외부 사이트 

● 양육권 

● 환경 

● 에너지 관리 

● 경기장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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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 관계없이 이러한 시설 부서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2019-2025 자본 개선 계획은 예정대로 계속 진행됩니다. 

● 진행중인 현장 수리, 개조, 개조 및 재건 프로젝트는 계속 될 것입니다. 

● 사용 후 시설 청소 및 소독이 완료되고 모니터링됩니다. 

● 교직원 배정은 교육 모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규모입니다. 

● 건물 및 현장 사용에 따라 작업 일정이 수정되었습니다. 

● 환기 시스템을 평가하여 실외 공기의 순환을 극대화하십시오. 

4.4 식품 및 영양 서비스 : 

Jeffco 공립학교는 현장 및 원격 학습 환경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식사 서비스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 서비스 

프로그램은 2020 년 봄에 시행 된 것과 유사한 학교 내 봉사와 "잡기 및 이동"프로그램의 조합 일 수 있습니다.

● 원격 및 현장 출석에 따라 사용되는 서빙 모델이 결정됩니다 

● 직원 및 서비스 지원에 의한 건강 및 안전 표준 프로토콜 

●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연방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 

● 다음과 같은 시설의 청소 및 소독  CDC 청소 / 소독 학교 안내다음과 같은 시설의 청소 및 소독  CDC 청소 / 소독 학교 안내다음과 같은 시설의 청소 및 소독  CDC 청소 / 소독 학교 안내

4.5 학교 안전 : 

학교 안전부는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사회를위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사이트를 매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연중 무휴 파견 및 순찰 팀 

● 비상 관리 

● 위협 평가 및 사법 팀 

● 캠퍼스 보안 

● 모든 현지 법 집행 기관과 협력 

4.6 운송 : 

교통 부서는 교육 모델이 전통적이든 하이브리드이든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격을 갖춘 라이더에게 안전하고시기 적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학군은 계속 특수 교육을 제공하고 학군 외부 학생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 운송 서비스의 용량은 공중 보건 지침을 따릅니다. 

○ 언제든지 탑승 할 수있는 학생 수 

○ 모든 버스 탑승자에게 시행되는 증상 선별 프로토콜 

○ 학생 픽업 및 하차 후 프로토콜 청소 및 소독 

● 라이더 쉽과 역량에 따라 일정 잡기 

○ 1 단계-단일 시작 및 릴리스 시간 

○ 2 단계-시작 및 출시 시간 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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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력 관리

개요 

Jeffco 공립학교 직원은 규모가 크고 다양하며 교육의 중요한 구성 요소에 직간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력 관리 이니셔티브의 계획 및 구현시, 

1)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제공 2.) 직원의 업무 및 안전 및 개인 건강과 관련된 개인적인 요구 지원. 기존의 하이브리드 (개인 및 원격 

조합) 교육 제공 모델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인력 관리 계획 및 구현은 아래 구조를 따릅니다.

키 포인트

5.1 교육자 작업 일정 

Jeffco 공립학교는 a) 개인의 요구 및 b) 각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 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 교육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 할 것입니다. 이는 

개인 / 하이브리드 환경 (개인 / 원격 / 학생 회전 학습)에서 풀 타임 일정 또는 원격 전용 환경에서 풀 타임 일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학교 수준의 일정을 계획 할 때 인사부에서는 하이브리드 (개인 / 원격), 전체 원격 및 기타 필요에 따라 일정 유형의 범주를 만들어 학교와 

교육자의 요구를 지원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중 보건 조건에 따라 하이브리드에서 완전 원격 환경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교육구가 

준비됩니다. 모든 것을 통해

교육자 일정은 주로 표준 수업 일 내에 구축되지만 학생 / 가족의 요구와 교육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관리자와 협력하여 

수정됩니다. 

학교 행정 및 교육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임시 전학 (학교 간) 및 재 할당 (콘텐츠 또는 과제 간) 규칙 및 프로세스를 가능한 빨리 

설계하고 전달합니다. 또한, 교육 구는 콘텐츠 자격 요건에 대한 조정 또는 면제를 모니터링하고 학생 학습 환경에 적합한 유연성을 적용합니다.

학교 또는 학군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일정 및 위치의 필요한 이동이 신속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 학생들의 교육에 방해가되지 않습니다. 

5.2 교육자 직원 채용 및 퇴직 

교육 구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직원 수준의 고려 사항을 제공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비교 실 면허를 가진 교사 (교육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교실에 있지 않은 교육자 및 직원)를 독립적 인 교실 교육에 임시로 배치하는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입니다. 

또는 교실 지원 위치. 자격을 갖춘 유자격 / 유자격 자격증을 갖춘 교직원은 교직원 대 학생 비율을 하이브리드 및 원격 학습 환경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구는 공중 보건 위기와 교습 환경이 변경되는 동안 교육자가 개인 및 전문적인 요구를 지원할 때 교육자 직업 공유를 조사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육 구는 또한 교육자들을위한 휴직 옵션, 특히 2020-21 학년도에 직장 / 학교를 떠나도록 요청하는 모든 교육자를위한 1 년 무급 안식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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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계획이 학생 출석 선택 및 교육자 개인 요구 (예 : 건강 상태, 격리 요구 사항)와 함께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교육 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교사 작업장 환경 설정을 허용하기 위해 교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직원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현장 대 현장) 최대한 

많은 환경에서 존경을받습니다. 

합의 된 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으로 필요한 휴가 및 휴가는 이용 가능하고 의사 소통되며 존중됩니다. 결석 및 휴가에 관한 

질문이있는 교육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사부 직원이 있습니다.

5.3 운영 및 관리 인력 유연성 및 잎 

관리자는 교직원과 학생을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필요에 따라 교직원을 지원할 수있는 유연성을 유지해야합니다. 교육 

구는 필수 과제의 중요한시기에 따라 학교 이외의 관리자를 사용하여 학교와 학습을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직원을위한 완전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교육 구는 풀 타임 직원이 수정 된 학습 및 작업 기간 동안 풀 타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조합 작업"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즉, 식사 배달 또는 사소한 유지 관리와 같은 캠퍼스 내 활동을 

지원하는 버스 운전사, 또는 음식 서비스 또는 기타 필요한 작업을 보조하는 준 전문가와 같은 주요 업무 이외의 기능을 수행해야합니다. 

직원은 완료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자격이있는 작업에서만 작업하도록 요청받으며 높은 등급의 작업에 대해서는 보상을받습니다.

관리자 및 운영 / 지원 위치는 인사부 및 부서 리더와 함께 검토하여 원격 작업 가능성과 원격 작업 배열 내의 요구 사항을 식별합니다. 직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현장 및 현장 작업 배치를 결정하는 데있어 균형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 된 계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 모든 법적으로 필요한 휴가 및 휴가는 이용 가능하고 의사 소통되며 존중됩니다. 부재 및 휴가에 관한 

질문이있는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인사부 직원이 있습니다.

5.4 직원 안전, 선택 및 결근 

교육자 직원 채용 및 휴가에 명시된 바와 같이 : 

“직원 계획이 학생 출석 선택 및 교육자 개인 요구 (예 : 건강 상태, 격리 환경 설정)와 함께 단계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교육 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교육자 작업 위치를 허용하려는 의도로 교육자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직원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입니다. 선호도 (현장 대 현장)는 

가능한 한 많은 환경에서 존중됩니다.” 

모든 직원 그룹 내에서도 이와 동일한 유연성이 고려되며, 교육 구는 일정 유연성, 작업 위치 유연성 또는 결근을 통해 직원의 요구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5.5 초빙 교사 

교육 구는 장기 과제 (비 계약, 과제 당 20 일 이상) 및 일일 과제-초빙 교사의 필요성을 예상합니다.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구는 원격 모델 지원을위한 초빙 교사 교육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7 월 말과 8 월 초에 웹 세미나 및 기타 원격 경험을 통해 

오퍼링을 대상으로합니다. 이 교육에는 새로운 책임과 접근 방식, 기술, 현장 안전 및 기타 적절한 주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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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직원 안전,보고 및 문제 해결 

교육 구는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근무 조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직원의 요청 또는 우려 사항에 대응할 것입니다. 

관리 / 리더십 팀의 모든 계층은이 헌신을 공유합니다. 직속 상사에게 작업 조건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그러나 영향에 

대한 우려없이 인사 부서에 익명으로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고에서 파트너 문제 해결이 첫 번째로 제공되는 솔루션에 이어 인적 자원 

개입이 필요한 경우 작업 조건 또는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가 뒤 따릅니다.

5.7 평가, 작업 완료를위한 작업 계약, 체크인 

모든 학군 직원은 전문가이며 배정 된 업무와 학생 교육 및 학생 학습 지원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교육 구는 2020-21 학년도 동안 교육자 / 교사 평가 요건에 대한 조정과 관련하여 콜로라도 교육부로부터 정보를 기다립니다. 현재 조정이나 

면제가 예상되지는 않지만, 학년도 (직접 또는 원격)에서 비공식적이고 공식적인 관찰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0-21 년에는 교사 별 학생 학습 결과 (학생 조치 또는 개별 교육자 목표)가 작성되고 완료됩니다. 콜로라도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 유연성에 대해 모니터링됩니다.

인적 자원 및 기타 관리자는 학교 및 개인 목표의 전문 실습 측정 및 개발에 관한 모범 사례 문서를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봄에 적시에 완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및 지원 직원에 대한 평가는 2021 년 봄에 학교 / 근무 연도 말까지 완료됩니다. 

원격 계약 환경에서 작업하고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는 동안 직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작업 계약 프레임 워크가 개발되지만, 이러한 계약은 

추가적인 직접 감독 또는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참조 및 자료 : 

콜로라도 교육부 COVID-19 정보 Jeffco 공립학교-JCEA 협상 

계약

Jeffco 공립학교-JCEA 협상 계약 MOU-온라인 학습 2019-20  (참조 만) Jeffco 공립학교-JCEA 협상 계약 MOU-온라인 학습 2019-20  (참조 만) Jeffco 공립학교-JCEA 협상 계약 MOU-온라인 학습 2019-20  (참조 만) 

Jeffco 공립학교-JCEA 협상 계약 MOU-교육자 평가 2019-20  (참조 만) Jeffco 공립학교-JCEA 협상 계약 MOU-교육자 평가 2019-20  (참조 만) Jeffco 공립학교-JCEA 협상 계약 MOU-교육자 평가 2019-20  (참조 만) 

Jeffco 공립학교-JESPA 협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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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 

개요

2020 년 가을 IT 부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업무용 장치 (Chromebook, iPad, 랩톱,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기타)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합니다. 

●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정적인 인터넷 액세스를 통해 원격으로 작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 커뮤니티 

파트너, 비즈니스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합니다. 

● 핵심 디지털 학습 도구와 기존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Jeffco 학생과 그 가족 및 교직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자료 섹션 참조). 

● 원격 및 하이브리드 환경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도구 및 응용 프로그램 수정 

●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기존 도구 및 응용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쳐 변경 사항을 최소화하여 모든 최종 사용자에게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 지속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도구와 응용 프로그램을 도입 할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과적인 전체 

시스템 포트폴리오를보다 강력하게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 모델로 이동합니다.

키 포인트

작업 원격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 

6.1 사업 참여 :

계획 

요구 사항 및 범위

프로젝트 요구 사항은 나중에 하이브리드 또는 

개인 환경으로 다시 전환 할 계획으로 주로 원격 

환경에 중점을 둡니다.

직접 및 원격 환경을 조정하기위한 여러 요구 사항 및 종속성 

6.2 비즈니스 기술 지원 

:

학생 수수료와 관련된 

변경 사항 구현

외기 기후에서의 예상 활동 수준과 활동에 따라 

요금을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비례 배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3 ECTS / TSC : 

을지 지하다 

학생 기기의 기술적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라인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 / 보호자와 협력합니다. 

교직원의 추가 지원 계층을 활용하십시오 (예 : Ex. 디지털 교사 

사서 (DTL).

6.4 데이터 

조치:  데이터 스코어 카드 조치:  데이터 스코어 카드 조치:  데이터 스코어 카드 

해상도 

데이터 소스를 통해 학군 직원은 출석, 명부, 

등록 및 학생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출석 및 채점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데이터 사용이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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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인프라 :

계획된 업그레이드 및 

교체 작업

건물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거리 요구를 

촉진하고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건물 이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비접촉식 날, 저녁 등의 

활동을 예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6.6 통합, 데이터 및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비밀번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비밀번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  비밀번호 

재설정 

컴퓨터를 Jeffco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직원과 학생을 Jeffco 시설 주차장으로 가져가는 

비밀번호와 같은 추가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직원과 학생이 지정된 시간 동안 건물에있는 동안 암호를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6.7 프로세스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 

: 

캠퍼스에서 일정 예약 

직접 학습을 위해 개발 된 일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새로운 달력과 일정을 개발해야합니다.

참조를위한 추가 정보 

핵심 Jeffco 도구 및 응용 프로그램 : 

교량과 교량 인증 영리한 디스커버리 에드 

엣지 높이다 등록 EquatIO 

폴렛 구글 읽기 + 쓰기 Google 도구 모음 히타치 비밀번호 재설정 

무한 캠퍼스 제프 코 커넥트 Jeffco SOARS O365 

PeopleSoft PrimeroEdge 안전하게 시소 

학교 메신저 Schoology 사운드 트랩 트랜스 파인더 

우리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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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커뮤니케이션

개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이해 관계자와 지역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시키고 영감을주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학군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이해 관계자와 지역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시키고 영감을주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학군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이해 관계자와 지역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시키고 영감을주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학군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팀은 전통적인 학교 모델에서 기능하거나 원격 학습 또는 하이브리드 계획을 구현하든 Jeffco의 14,000 명의 직원, 가족 및 

학생 및 확장 된 Jeffco 커뮤니티에 학군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학습 모델에 관계없이 모든 청중을 위해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위기 상황을 지원하며,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 관계 및 가족 참여를 이끌고, 미디어에 응답하고, 다른 많은“일반적인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지시합니다.

2020-21 학년도의 변화하는 역학 및 대안 학습 모드를 동시에 제공하려는 학군의 의도를 고려하여, 우리는 의사 소통 노력의 복잡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학교 상태의 잠재적 변동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개방 또는 폐쇄), 보건 권고 변경, 운영 또는 중앙 시스템 수정, 

추가 자원 생성 필요성 증가,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조치, 계층화 된 위기 상황. 성공하려면 민첩하고 유연하며 창의적이며 반응성이 있어야합니다.

Jeffco 공립학교는 여러 청중과 변동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고유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학교가 일정, 

수업 또는 물류를 크게 수정하여 개설하는 경우,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의사 소통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학습 모델을 동시에 

지원하여 생성 된 기능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브리드 상태에서는 대학생, 가족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원격 환경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합니다. 

● 원격 및 하이브리드 위기 통신-점유 된 건물에는 표준 위기 대응 프로토콜과 COVID-19 건강 및 안전 관리와 관련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 학교 상태 (폐쇄) 경고 메커니즘 또는 대시 보드 구현. 

● 학교 상태 또는 학습 모드에 의해 구동되는 온라인 및 기타 지원 및 리소스. 

● 학습 모드에 관계없이 강력한 학습과 엄격함이 계속된다는 커뮤니티 신뢰를 구축하기위한 메시징 

● 등록 된 학생 및 가족을 위해 학교 수준에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되었습니다. 

모든 이해 당사자와의 적절한 의사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 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Jeffco 전체 커뮤니티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다양한

실시간 다국어 전달 메커니즘  중요한 정보 .  학군 번역 자원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가족이 학군 내 다른 모든 가족과 동시에 선택한 언어로 실시간 다국어 전달 메커니즘  중요한 정보 .  학군 번역 자원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가족이 학군 내 다른 모든 가족과 동시에 선택한 언어로 실시간 다국어 전달 메커니즘  중요한 정보 .  학군 번역 자원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가족이 학군 내 다른 모든 가족과 동시에 선택한 언어로 실시간 다국어 전달 메커니즘  중요한 정보 .  학군 번역 자원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가족이 학군 내 다른 모든 가족과 동시에 선택한 언어로 실시간 다국어 전달 메커니즘  중요한 정보 .  학군 번역 자원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가족이 학군 내 다른 모든 가족과 동시에 선택한 언어로 실시간 다국어 전달 메커니즘  중요한 정보 .  학군 번역 자원에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가족이 학군 내 다른 모든 가족과 동시에 선택한 언어로 

정보를 받거나 온라인 번역 메커니즘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도록하는 내부 직원 및 온라인 도구가 포함됩니다.

키 포인트 

7.0 외부 커뮤니케이션 :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주요 공지 사항 및 일상적인 m  커뮤니티 (가족, 학생, 직원, 커뮤니티 회원, 미디어, 선출직 공무원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주요 공지 사항 및 일상적인 m  커뮤니티 (가족, 학생, 직원, 커뮤니티 회원, 미디어, 선출직 공무원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은 상황에 따라 반응합니다. 주요 공지 사항 및 일상적인 m  커뮤니티 (가족, 학생, 직원, 커뮤니티 회원, 미디어, 선출직 공무원 및 

기타)를위한 에세이에는 이메일, 뉴스 레터, 전화 및 문자 메시지, 웹 사이트, 미디어 참여 및 뉴스 보도, 소셜 미디어 및 비디오가 포함됩니다. 재시작 

모델을 지원하기위한 주요 통신 도구의 주요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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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외부 웹 사이트  -  새로운 공개 웹 사이트  Jeffco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계획, 구현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개발 될 것입니다. 내용은 학교 일정, 커리큘럼 리소스, 학생 기대치, 기술 지원, 식사 분포, 정신 건강, 특수 

교육, FAQ 및 커뮤니티 리소스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 " " 커뮤니티 업데이트 커뮤니티 업데이트  "  -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예약 된 전자 뉴스 레터 "  -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예약 된 전자 뉴스 레터 "  -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예약 된 전자 뉴스 레터 "  -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예약 된 전자 뉴스 레터 "  -  중요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예약 된 전자 뉴스 레터 

모든 이해 관계자를위한 정보. 각 학습 모드에 대한 특정 정보는 필요에 따라 강조 표시됩니다.

● 미디어 응답  -  지역, 국가, 국제 미디어와의 능동적이고 능동적 인 활동으로 미디어 문의에 적시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학교, 미디어 응답  -  지역, 국가, 국제 미디어와의 능동적이고 능동적 인 활동으로 미디어 문의에 적시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학교, 미디어 응답  -  지역, 국가, 국제 미디어와의 능동적이고 능동적 인 활동으로 미디어 문의에 적시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학교, 미디어 응답  -  지역, 국가, 국제 미디어와의 능동적이고 능동적 인 활동으로 미디어 문의에 적시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학교, 미디어 응답  -  지역, 국가, 국제 미디어와의 능동적이고 능동적 인 활동으로 미디어 문의에 적시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학교, 

학생 성취도 및 학군 활동에 관한 Jeffco 이야기를 제작하고 홍보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교육 및 전문가 자원의 리더로서 

교육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비디오  - 모든 시청자에게 고품질의 시각적 스토리 텔링을 제공합니다.  JPS-TV (YouTube  ) , Instagram TV 및 잠재적으로 새로운 방송 

아울렛은 콘텐츠 배포 플랫폼으로 사용됩니다. 

● 소셜 미디어 -  3 개 지역 소셜 미디어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청중과의 상호 작용 및 참여를 장려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  3 개 지역 소셜 미디어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청중과의 상호 작용 및 참여를 장려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십시오. 소셜 미디어 -  3 개 지역 소셜 미디어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청중과의 상호 작용 및 참여를 장려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십시오. 

학생과 교직원이 학습 경험을 더 많은 청중과 공유하도록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 음성 및 문자  - 교육구 및 모든 학교는 SchoolMessenger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 언어로 중요한 업데이트 및 위기 경보를 음성 및 문자  - 교육구 및 모든 학교는 SchoolMessenger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 언어로 중요한 업데이트 및 위기 경보를 음성 및 문자  - 교육구 및 모든 학교는 SchoolMessenger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 언어로 중요한 업데이트 및 위기 경보를 음성 및 문자  - 교육구 및 모든 학교는 SchoolMessenger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여러 언어로 중요한 업데이트 및 위기 경보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일정과 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즉각적인 접촉 도구가 점점 중요 해지고 있습니다.

7.1 위기 커뮤니케이션-  지역 사회 및 학교 지원7.1 위기 커뮤니케이션-  지역 사회 및 학교 지원7.1 위기 커뮤니케이션-  지역 사회 및 학교 지원

직접,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학습 환경에서 Jeffco 공립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의 성공과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c  잠금, 직접,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학습 환경에서 Jeffco 공립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의 성공과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c  잠금, 직접,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학습 환경에서 Jeffco 공립학교 학생들과 교직원의 성공과 안전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c  잠금, 

잠금, 위협 등과 같은 사건 및 문제와 관련된 전염성 메시지 및 학교 지원. 모든 학습 모드에서 학교는 Jeffco의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지시에 따라 건물 수준의 비상 메시지를 결정하고 전달하는 주요 리소스가됩니다. 안전 및 통신 서비스.

진행중인 전염병이 발생하는 동안 직접 학습으로 돌아 가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학교 상태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급변하는 건강 권고와 함께 시스템 차원의 학교 상태 (폐쇄) 경보 메커니즘을 개발해야합니다. 개념적으로, 이것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기위한 

대시 보드 (공항 도착 / 출발 시스템 또는 스키 트레일 업데이트와 유사) 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각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관리 할 수 

있어야하며, 예약 또는 바이러스 발생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가족이 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합니다.

7.3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및 참여 

지구 지구   지역 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해야합니다.  지역 사회 단체와의 파트너십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해야합니다. 

Jeffco의 사명 및 전략적 요구에 부합하고이를 지원하는 관심 그룹 및 이니셔티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다른 지구 부서에서 수행하거나 다른 

지구 부서와 협력하여 봉사 활동 및 참여 이니셔티브를위한 리더십, 조정 및 정보 보급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요구와 식량 불안을 

해결하기위한 자금 또는 기타 자원 확보, 정신 건강 지원 및 가족과 학생을위한 저렴한 인터넷 액세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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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가족 참여 

가족 참여 이니셔티브는 가족이 학생의 학교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교육 과정에 연결하며 학생과의 학습 측면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 프로그램 및 

리소스를 만듭니다. 약혼 한 가족은 학습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격 학습의 성공에 특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학습 방식 (전통, 원격, 하이브리드) 모두에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특정 도구를 개발하고 학군 웹 사이트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통해 학습 지원 자료 및 "중요한 필요"자원을 가족에게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합니다. 또한 직원, 학생 및 가족을위한 대면 및 원격 

가족 참여 교육도 제공합니다.

COVID-19에 응답하고이 재시작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특정 온라인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 제프 코  - 가족이 함께 집에서 할 수있는 재미 있고 창의적인 학습 기반 활동을 제공하는 대화식 웹 플랫폼.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제프 코  - 가족이 함께 집에서 할 수있는 재미 있고 창의적인 학습 기반 활동을 제공하는 대화식 웹 플랫폼.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제프 코  - 가족이 함께 집에서 할 수있는 재미 있고 창의적인 학습 기반 활동을 제공하는 대화식 웹 플랫폼.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제프 코  - 가족이 함께 집에서 할 수있는 재미 있고 창의적인 학습 기반 활동을 제공하는 대화식 웹 플랫폼.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보완하는 주간 활동은 학습 목표, 정신 건강, 건강 또는 달력 행사와 같은 주제, 세대 기술 개발과 연결됩니다.

● Jeffco 여름 자료  - 가족이 강화 활동을 찾을 수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여름 슬라이드를 예방하기위한 학습 지원, 건강 및 건강 정보, Jeffco 여름 자료  - 가족이 강화 활동을 찾을 수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여름 슬라이드를 예방하기위한 학습 지원, 건강 및 건강 정보, Jeffco 여름 자료  - 가족이 강화 활동을 찾을 수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여름 슬라이드를 예방하기위한 학습 지원, 건강 및 건강 정보, Jeffco 여름 자료  - 가족이 강화 활동을 찾을 수있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여름 슬라이드를 예방하기위한 학습 지원, 건강 및 건강 정보, 

현재의 공중 보건 제한과 일치하는 재미있는 가족 활동. 이 플랫폼의 목적은 전통적인 여름 학교 및 교육 캠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없는 

가족들이 이번 여름 내내 학습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7.5 내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내부 웹 사이트, 이메일, 뉴스 레터, 전용 소셜 미디어 채널, 비디오, 대면 또는 가상 회의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TeamJeffco (직원)에게 위기 및 정기적 인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 직원 뉴스 레터-#  매주 배포되는 TeamJeffco Brief (COVID-19 동안 시작된 긴급 문제 뉴스 레터), 월요일 분 및 리더십 메모.직원 뉴스 레터-#  매주 배포되는 TeamJeffco Brief (COVID-19 동안 시작된 긴급 문제 뉴스 레터), 월요일 분 및 리더십 메모.직원 뉴스 레터-#  매주 배포되는 TeamJeffco Brief (COVID-19 동안 시작된 긴급 문제 뉴스 레터), 월요일 분 및 리더십 메모.

● MyJeffco (직원 웹 사이트)  - 모든 내부 부서 및 운영을 위해 Communication Services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내부 직원 웹 사이트. MyJeffco (직원 웹 사이트)  - 모든 내부 부서 및 운영을 위해 Communication Services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내부 직원 웹 사이트. MyJeffco (직원 웹 사이트)  - 모든 내부 부서 및 운영을 위해 Communication Services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내부 직원 웹 사이트. MyJeffco (직원 웹 사이트)  - 모든 내부 부서 및 운영을 위해 Communication Services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내부 직원 웹 사이트. 

● 개발 : #TeamRestart 웹 사이트  교육구 계획, 교육자 및 학교지도를 제공하고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의 요구에 의해 주도되는 개발 : #TeamRestart 웹 사이트  교육구 계획, 교육자 및 학교지도를 제공하고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의 요구에 의해 주도되는 개발 : #TeamRestart 웹 사이트  교육구 계획, 교육자 및 학교지도를 제공하고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의 요구에 의해 주도되는 

중앙 사무실 제공 지원 및 서비스 이용. 

7.6 학교 및 중앙부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이 주도하는 활동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별 이니셔티브는 Jeffco 공립학교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요구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필요한 학교의 유동성과 우선 순위 변화를 동시에 예상하고 동시에 미래의 학교 상태를 위해 실행합니다.

참조 및 자료 :

Jeffco 공립학교 원격 학습 및 작업 계획

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소셜 미디어 채널 :  트위터  -  인스 타 그램  -  페이스 북  -  TeamJeffco 트위터  -  TeamJeffco 인스 타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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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teamjeff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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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수 교육

개요 

특수 교육 부서는 장애가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가족과의 특수 교육 부서는 장애가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가족과의 특수 교육 부서는 장애가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가족과의 특수 교육 부서는 장애가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가족과의 특수 교육 부서는 장애가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가족과의 

협력은 항상 특수 교육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며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필수적입니다. 장애 학생의 고유 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교육 

제공 업체는  원격 및 직접 학습 환경에서 직간접 적으로 제공 될 수있는 각 학생에게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동으로 식별합니다. 학습 환경의 제공 업체는  원격 및 직접 학습 환경에서 직간접 적으로 제공 될 수있는 각 학생에게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동으로 식별합니다. 학습 환경의 제공 업체는  원격 및 직접 학습 환경에서 직간접 적으로 제공 될 수있는 각 학생에게 가장 필수적인 서비스를 공동으로 식별합니다. 학습 환경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조정됩니다.  ent. 우리는 각 학생이 학군이 선택한 학습 모델에 따라 개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조정됩니다.  ent. 우리는 각 학생이 학군이 선택한 학습 모델에 따라 개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조정됩니다.  ent. 우리는 각 학생이 학군이 선택한 학습 모델에 따라 개별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을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할 것입니다.

키 포인트

8.1 지역 사회 참여 및 지원 

Jeffco 공립학교는 학교, 가족 및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학습을 지원할 때 학생의 성공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 교육 리더십 

팀은 커뮤니티 포럼 이벤트, 자문위원회 및 새로운 특수 교육 헬프 라인과 같은 커뮤니티의 의견과 협력을 구할 수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학생과 가족이 하이브리드 및 원격 학습에 대한 질문을하도록합니다.

8.2 교육자 지원 및 보조 교사 / 전문가 지원 

COVID-19 전염병에 비추어, 교육자 및 보조 교사 / 보조 교사들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재정의하는 임무를 부여 받았으며, 그들은 은혜와 

혁신의 도전에 부딪 쳤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하기 위해 특수 교육 부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학습하고 공유 할 수있는 길을 열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문 학습 세션, 온라인 리소스, 보충 커리큘럼 리소스를위한 현재 공급 업체와의 협력,이 미래 학습을위한 단계를 설정하는 데있어 

교사 및 보조 교사 / 보조 교사를 지원하는 가상 협업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8.3 아동 찾기 및 평가 

Jeffco 공립학교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계속해서 찾아 내고 평가합니다. 동시에 Jeffco는 

추천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습 환경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원격 평가 상황에서 일부 평가 절차를 완료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평가는 학생과 직접 접촉하거나 학교 환경에서 학생을 관찰해야합니다. Jeffco 공립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하면서 원격으로 직접 평가를 수행합니다.

8.4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회의 

Jeffco 공립학교는 가족에게 특수 교육 과정에 의미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수 교육 팀은 직접 또는 화상 회의 또는 

전화와 같은 대체 형식으로 가족과 협력하여 IEP 회의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사를 준비하기위한 가장 실용적인 형식을 결정합니다.

8.5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일반 교육,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가족은 학생의 개별 요구에 대해 논의하고 교과 과정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IEP 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하는 우선 순위가 지정된 서비스 세트에 동의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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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족과 직원은 가능한 경우 직접 제공 할 우선 순위가 지정된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고 동의합니다. 다른 서비스는 원격 IEP 

서비스 계획에 지정된대로 원격으로 계속됩니다. 특정 건강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위한 서비스는 가족과 함께 개별적으로 해결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재시작 계획 서비스  .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재시작 계획 서비스  .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재시작 계획 서비스  .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재시작 계획 서비스  .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수 교육 재시작 계획 서비스  . 

8.6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보고 

특수 교육 팀은 하이브리드 및 원격 학습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로그 절차를 갖추게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 제공을 추적하면 교육자와 가족이 제공되는 교육의 효과, IEP 목표 / 목표에 대한 학생 성과를 결정하고 IEP 팀이 교육에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자녀가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정기적 인 보고서는 계속 제공 될 것입니다.

8.7 숙박 시설 및 수정 

교육 환경에 관계없이 조정 및 조정이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및 특수 교육 교사는 학생의 고유 한 편의 및 문서화 된 수정의 적합성과 성공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협력 할 것입니다. IEP 팀 (일반 교육 교사,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 및 가족)은 조정 또는 수정이 특정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거나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 될 경우 대안 솔루션을 식별하기 위해 협력하여 작업합니다.

8.8 Confidentiality and Student Privacy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는 교육구에서 승인 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액세스합니다. 방문하십시오  기술 알림 및 리소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는 교육구에서 승인 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액세스합니다. 방문하십시오  기술 알림 및 리소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는 교육구에서 승인 한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액세스합니다. 방문하십시오  기술 알림 및 리소스 

페이지  . 가족은 원격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자와의 원격 치료 세션에 참여하는 데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가구 구성원은 원격 학습 페이지  . 가족은 원격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자와의 원격 치료 세션에 참여하는 데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가구 구성원은 원격 학습 페이지  . 가족은 원격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공자와의 원격 치료 세션에 참여하는 데 동의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가구 구성원은 원격 학습 

기회를 관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의 직접 관찰과 마찬가지로, 교육자들은 가상 수업 중 비 학생의 존재에 관한 기본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8.9 하이브리드 환경과 원격 환경의 주요 차이점 

하이브리드 환경에는 모든 원격 학습 교육이 포함되며 개인 환경에서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 (PPE)는 교직원과 학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가족이 선택하는 경우 원격 환경에서 교육이 제공되고 강화됩니다. 목표와 서비스는 설정 환경에 따라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대면 학습은 필수가 아니라 가족 선택입니다.

참조 및 자료  :참조 및 자료  :참조 및 자료  :

Jeffco 특수 교육 웹 사이트 CDE : IEP 양식 및 절차 

보호 CDE : COVID-19 및 특수 교육

CDE : COVID-19 및 취학 전 특수 교육 및 아동 찾기 자료 CDE : COVID-19 중 보조 전환 

서비스 제공 CDE : 시설 학교 COVID-1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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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교 관리

개요

학교 행정에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서부터 학교 예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운영 관리가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 제한으로 인해 8 학교 행정에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서부터 학교 예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운영 관리가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 제한으로 인해 8 학교 행정에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에서부터 학교 예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 운영 관리가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 제한으로 인해 8 

월까지 전통적인 학교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가장 최근의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학교가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 학년도를 시작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정보는 학교 재시동을위한 세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인 전통적인 학습 환경, 원격 학습 환경 및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키 포인트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는 교육 및 학습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게 보입니다. 교사는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대치를 조정하고 

학생의 응용 프로그램 지원 및 기술 또는 개념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보다 독립적 인 학습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원격 학습은 학생과 교사가 집에서 일하는 동안 콘텐츠에 계속 연결되어 있고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면 학생이 

직접 학습 환경으로 돌아올 때까지 추적 할 수 있습니다. 원격 학습은 가상 학교 또는 Jeffco Virtual Academy와 같은 가상 학습 프로그램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설립, 온라인 커리큘럼 채택 및 학교에 등록한 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한 전용 구조를 만드는 공식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원격 학습 기회는 일반적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위협이되는 비상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직접 참석하여 원격으로 참여합니다. 학교에서는 책상이나 좌석 배치가 이격되어 있으며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사회적 거리 제한을 준수하도록 구현됩니다.

증상 선별 검사를 통해 각 사람의 학교 건물 출입을 확인합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가능한 가장 안전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방과후 

방문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학생들에게 학업 및 사회 정서적 안녕을위한 대면 상호 작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9.1 수업 일 구조 및 주간 회의 패턴

COVID-19의 확산을 완화하기위한 사회적 거리와 모범 사례의 지침과 제약을 감안할 때 학교는 학생의 수업 일을 구성하는 새로운 관행과 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현재 모델은 특정 가정하에 개발되었으며, 주로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직접 학습 기회를 제공하려는 욕구입니다. 

학교 구조는 또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원격 및 직접 교육을 계획하고 전달할 수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지도자, 교사, 지원 직원 및 

가족에게 고유 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훈련 유형을 고려하여 여러 모델이 개발 중이며 지원 직원과 가족이 성공해야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생을위한 직접 학습이 극대화됩니다. 하나, 공중 보건 가이드 라인에 근거한 제한은 우리 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직접 대 원격 학습의 모델을 

결정할 것입니다. 참조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비교  예를 들어 링크.결정할 것입니다. 참조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비교  예를 들어 링크.결정할 것입니다. 참조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비교  예를 들어 링크.결정할 것입니다. 참조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비교  예를 들어 링크.결정할 것입니다. 참조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 비교  예를 들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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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육아 

학군으로서, 우리는 많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교육하고 감독하기 위해 우리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 및 사회적 소외 지침은 현재 공간의 기능적 사용을 제한하지만 가족에 대한 이러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구조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RIAD 유아 아동위원회, 주 유아 기관 및 콜로라도 보건국과 협력하여 가족과 지역 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치료가 필요한 가족의 수와 이용 

가능한 곳을 평가합니다.

지역 사회 파트너는 물론 육아 서비스 제공자가 Jeffco 공립학교에서 가족을 부양 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이용 가능 여부는 공중 보건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지침에는 학교 건물의 수용 인원 제한, 비율 감소, 방과 전후 세션 공간 청소 및 소독의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가용성에 관한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집니다.

9.3 현장 절차 안내 : 학생 운동 (도착 중, 세션 중 출발) 

도착, 해고 및 휴회는 엇갈린 일정과 특정 문을 통해 사회 분담을 장려합니다.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제한된 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수업간에 

전환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사는 또한 교실을 교체하여 코호트와의 접촉 수를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루틴과 절차를 계획 할 때 아동의 

발달 수준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해 학생들에게 친숙한 기회는 학교 시작 전에 제공됩니다.

9.4 차터 스쿨 

차터 스쿨은 다른 모든 공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긴급 및 공중 보건 명령에 대한 지역, 주 및 국가의 선언을 준수해야합니다. 헌장은 사회적 거리와 

원격 환경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 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모범 사례에 대한 카운티 및 주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 자체 운영 및 교육 기회 

제공을 자율적으로 제공합니다. /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

위의 매개 변수 내의 개별 자율성을 통해 차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 할 수 있습니다. 

9.5 재정 및 학교 책임 준수 

2020-21 학년도 콜로라도 교육부 (CDE)의지도는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CDE는 COVID-19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따라서 상황이 변하면 지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예 : 주 또는 일부 지역 사회가 다소 엄격한 공중 보건 명령을받는 경우).

9.5.1 등록 / 등록 / 양도 

등록, 등록 및 관리 전학에 대한 현 학군 정책은 여전히 원격 및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 모두에 적용됩니다.

9.5.2 출석 

학생 출석 보고서는 CDE 준수보고, Jeffco Public Health보고, 무단 결석, 책임 및 미디어 요청에 사용됩니다. 

● 여기에는 COVID-19 증상 또는 검역으로 인해 결석 한 학생에 대한보고가 포함됩니다. 

● 기존의 시작, 원격 학습 및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에 대한 출석이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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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능과 재능

개요

영재 및 재능 (GT) 부서는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원격 환경에서 학교, 영재 학습자 및 그 가족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각 학교의 GT 자원 교사 

(RT)는 하이브리드 환경과 원격 환경 모두에서 가족, 교직원 및 학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Jeffco 영재 교육부는 영재 학습자와 그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와 협력 할 것입니다.

키 포인트 

교사와의 대면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GT 서비스는 하이브리드 환경이나 전체 원격 환경에서 최대한 원격으로 계속 제공됩니다.

10.1 10.1   영재 식별 영재 식별

Google은 GT 식별 추천을 계속 수락하고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콜로라도 교육부 (CDE) 지침  하지만 완전한 증거가있을 때까지는 결정을 내릴 Google은 GT 식별 추천을 계속 수락하고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콜로라도 교육부 (CDE) 지침  하지만 완전한 증거가있을 때까지는 결정을 내릴 Google은 GT 식별 추천을 계속 수락하고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콜로라도 교육부 (CDE) 지침  하지만 완전한 증거가있을 때까지는 결정을 내릴 Google은 GT 식별 추천을 계속 수락하고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콜로라도 교육부 (CDE) 지침  하지만 완전한 증거가있을 때까지는 결정을 내릴 Google은 GT 식별 추천을 계속 수락하고이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콜로라도 교육부 (CDE) 지침  하지만 완전한 증거가있을 때까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학습 환경에있는 경우이 증거 수집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CDE가 추가 지침을 제공하고 대체 시험 

옵션이 평가 될 때까지 모든 2 학년생의 기타 선별 시험 및 기타 시험 시나리오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10.2 10.2   고급 학습 계획 (ALP) 고급 학습 계획 (ALP)

고급 학습 계획은 확인 된 영재 학습자를위한 목표 설정,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마감과 함께 계속 구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중 내내 GT 학생들, 

ALP 목표 설정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10.3 10.3   Gifted Programming Gifted Programming

GT는 영재 및 상급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대한 모범 사례를 개설합니다. 우리는 가속, 유치원 및 1 학년 

및 기타 차별화 된지도 전략에 대한 조기 접근을 계속 촉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험과 증거 수집은 위에 언급 된 바와 같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구 전체에서 영재 학습자의 학업 및 정서적 프로그래밍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있어 GT 센터 학교와 모든 학교를 지원할 

것입니다.

10.4 10.4   사회 정서적 지원 사회 정서적 지원

Jeffco 공립학교는 영재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 예외 (2e)  영재 및 Jeffco 공립학교는 영재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 예외 (2e)  영재 및 Jeffco 공립학교는 영재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 예외 (2e)  영재 및 Jeffco 공립학교는 영재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 예외 (2e)  영재 및 Jeffco 공립학교는 영재 학습자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를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 예외 (2e)  영재 및 

IEP 또는 504로 식별되는 학습자로 정의 된 학습자. GT, 특수 교육 및 학생 서비스는 2e 학생의 학업 및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협력 할 것입니다. GT Center School 학생, 가족 및 교직원은 계속해서 GT Social-Emotional Learning 카운슬러의 

지원을받습니다. 지원을받습니다. 

 ( SELC).  ( SELC).  ( SELC). 

10.5 10.5   부모 / 가족 지원 부모 / 가족 지원

GT는 매월뿐만 아니라 정기적 인 가족 세미나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정서적 인 재능있는 필요 (SENG) 그룹 지원  여러 위치에서 또는 필요한 GT는 매월뿐만 아니라 정기적 인 가족 세미나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정서적 인 재능있는 필요 (SENG) 그룹 지원  여러 위치에서 또는 필요한 GT는 매월뿐만 아니라 정기적 인 가족 세미나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정서적 인 재능있는 필요 (SENG) 그룹 지원  여러 위치에서 또는 필요한 GT는 매월뿐만 아니라 정기적 인 가족 세미나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정서적 인 재능있는 필요 (SENG) 그룹 지원  여러 위치에서 또는 필요한 GT는 매월뿐만 아니라 정기적 인 가족 세미나를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정서적 인 재능있는 필요 (SENG) 그룹 지원  여러 위치에서 또는 필요한 

경우 원격으로 GT 자원 교사는 또한 학교에서 특정 가족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Jeffco 공립학교 다시 시작 모델-초안 3.0 24 

외부 문서 

https://www.jeffcopublicschools.org/programs/gifted_talented/g_t_identification___assessments/
https://www.cde.state.co.us/gt/identification
https://www.cde.state.co.us/gt/identification
https://www.jeffcopublicschools.org/programs/gifted_talented/advanced_learning_plans
https://www.jeffcopublicschools.org/programs/gifted_talented/twice_exceptional_students
https://www.jeffcopublicschools.org/programs/gifted_talented/parent_family_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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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생 참여

개요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에 따라, 학생 참여 사무소 (SEO)는 핵심 성인 전문 학습 요구 사항을 가상 환경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학생 그룹을 설립하고, 

원격 사례 관리를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가장 협력적인 일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학생들. 2020-21 학년도의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 학습 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라 여러 가지 리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

키 포인트 

11.1  학생 참여 사무소 (SEO) 11.1  학생 참여 사무소 (SEO) 11.1  학생 참여 사무소 (SEO) 

교직원은 모든 교육 환경에서 가장 취약한 학생들을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격 환경에서 서비스의 뚜렷한 차이점과 

경우에 따라 서비스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학생들을 지원하기위한 접근 방식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2  탈락 방지 및 재 참여 11.2  탈락 방지 및 재 참여 11.2  탈락 방지 및 재 참여 

GED를 통해 고등학교 역량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올 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되었으며 

2020 년 가을에 어떤 환경에서든 학생들을 지원할 준비가되었습니다. 직접 서비스 및 사례 관리는 가상 지원 및 잠재적 인 하이브리드 / 원격 학습 

환경을 위해 준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격 학습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족에게 다가 가기 위해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 후반에 

집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안전 프로토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봄에 1,000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비스 제공 

모델의 효과를 측정하고 내년에 개선을 기대합니다.

11.3  주식, 다양성 및 포용 (EDI) 11.3  주식, 다양성 및 포용 (EDI) 11.3  주식, 다양성 및 포용 (EDI) 

EDI 팀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가족들의 요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관행과 Jeffco의 학교, 부서 및 

커뮤니티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새 학년도에 학생, 학교 및 부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EDI 팀은 2020 년 가을 원격, 직접 또는 하이브리드 설정에서 효과적 일 수 있도록 전문 학습 및 작업 그룹을 

가상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올 봄 대면 세션과 온라인 세션이 시범 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학년도에 향상 될 것입니다.

11.4  인도 교육11.4  인도 교육11.4  인도 교육

인도 교육 팀은 학생 프로그래밍과 지원을 원격 환경으로 전환했으며 2020 년 가을에 어떤 환경에서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입니다.이 팀은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하는 학업, 사회, 문화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원주민으로. 여기에는 학생 점심 클럽과 

방과후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매년 여름 프로그램은 원격 활동을 위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과 함께 Jeffco Curriculum and 

Instruction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메리카 원주민 및 원주민 학생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유합니다.

 Jeffco Indian Education Spring 2020 뉴스 레터  .  Jeffco Indian Education Spring 2020 뉴스 레터  .  Jeffco Indian Education Spring 2020 뉴스 레터  .  Jeffco Indian Education Spring 2020 뉴스 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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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약물 중재 서비스 11.5  약물 중재 서비스 11.5  약물 중재 서비스 

올 봄 원격 환경에서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군 RN과 지역 사회 치료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을에 우리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위한 프로토콜과 전략은 개발 과정에 있습니다. 그룹 및 개인 약물 남용 상담을 제공하는 대행사 파트너는 현재 학생들과 

사실상 협력하고 있습니다.

11.6 11.6   기회 육성  기회 육성 

Fostering Opportunitie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위한 직접 서비스는 이미 개발 된 관계의 깊이와 스페셜리스트가 학생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했던 다양한 도구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끄럽게 원격 환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랩 어라운드 지원은 원격 환경, 하이브리드 환경 또는 기존 

환경으로 돌아가더라도 계속됩니다. 위탁 기회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받지 않는 아동 학대 나 방치의 영향을받는 학생들은 원격 학습 환경에서 

추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팀은 카운티 및 지구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원격 학습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 보호 대응 프로토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11.7 회복 관행 (RP) 

우리가 가을에 돌아 오는 환경에 관계없이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고, 지원 공동체를 만들고, 행동을 개선하기위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팀은 

가상 또는 직접 자원 개발, 기술 지원 및 전문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기후, 문화 및 훈육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가상 또는 직접 자원 개발, 기술 지원 및 전문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기후, 문화 및 훈육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가상 또는 직접 자원 개발, 기술 지원 및 전문 학습을 통해 효과적인 기후, 문화 및 훈육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직원을위한 자료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RP (Restorative Practice)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직원은 원격 또는 직원을위한 자료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RP (Restorative Practice)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직원은 원격 또는 직원을위한 자료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RP (Restorative Practice)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직원은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 RP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 리소스와 전문 학습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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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강 서비스

개요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 학습이든 Jeffco Public Schools Health Services는 학교 팀, 커뮤니티 자원 및 가족과 계속 협력하여 학습과 관련된 건강 

관련 장벽을 해결하고 수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최적의 학습 잠재력에 도달 할 수 있도록합니다. 전문적인 학교 간호, 건강 학교 코디네이터 및 연락 

담당자, 일반적으로 Medicaid라고하는 학교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및 가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위한 안전하고 포괄적이며 

지원적인 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키 포인트 

12.1 간호 서비스 

12.1.1 건강 계획 / 건강 지원 / 의료 요구 사항 

● 모든 개인 학생 건강 계획 (ISHP)은 공중 보건 상황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되며 가족에게 연락 할 것입니다. 완성 된 계획은 

보건실 / 무한 캠퍼스 /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 필요한 모든 약물은 학생이 학교에있을 때마다 현장에 보관되어 건강 실에 보관됩니다. 

● COVID-19 증상 직원 및 학생을 돌보는 Health Aide 및 교육구 RN의 응답은 JCPH와 함께 결정되며 8 월까지 프로토콜이 

개발됩니다. 

● 일반 건강 실 절차 및 치료는 매일 계속됩니다. COVID-19 증상이있는 교직원과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서 다른 고립 된 방을 

이용할 것입니다. 섹션 1.5를 참조하십시오. 사회 방류 지침을 준수하면서 Health Room의 학생 수를 제한하십시오.

● 지구 RN은 JCPH와 함께 매일 출석 중 증상보고에 대해 협력 할 것입니다 

예방 접종 

● COVID-19로 인해 아동 방문이 줄어들었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받지 못했습니다. 학군 RN은 학교 요건의 시작과 

함께 서신을 배포했습니다.

● 국가 예방 접종 규칙 / 예상은 유지됩니다. 

● COVID-19로 인한 비준수 제외에 대한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2.1.3 IEP / 504 

● 학생 건강 검토는 원격으로 또는 직접 회의가 진행되는 지구 RN에 의해 계속 완료 될 것입니다. 

12.2 건강한 학교 

12.2.1 건강한 학교 연락 

● 하이브리드 모델과 원격 모델의 차이점은  건강한 학교 연락 시스템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다이어그램  . 하이브리드 모델과 원격 모델의 차이점은  건강한 학교 연락 시스템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다이어그램  . 하이브리드 모델과 원격 모델의 차이점은  건강한 학교 연락 시스템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다이어그램  . 하이브리드 모델과 원격 모델의 차이점은  건강한 학교 연락 시스템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다이어그램  . 하이브리드 모델과 원격 모델의 차이점은  건강한 학교 연락 시스템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다이어그램  . 

12.2.2 건강 자문위원회 

● Healthy Schools는 학생 건강 자문위원회 (SHAC)와 교육구 건강 자문위원회 (DHAC)를 감독하며 원격 회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12.2.3 건강한 어린이 콜로라도 조사 (HKCS) 

● HKCS 데이터는 부서 및 교장과 온라인으로 공유됩니다. 건강 목표는 원격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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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불황과 신체 활동 

● 신체 활동 및 리 세스 모델은  경기 침체 및 신체 활동 지침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신체 활동 및 리 세스 모델은  경기 침체 및 신체 활동 지침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신체 활동 및 리 세스 모델은  경기 침체 및 신체 활동 지침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신체 활동 및 리 세스 모델은  경기 침체 및 신체 활동 지침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신체 활동 및 리 세스 모델은  경기 침체 및 신체 활동 지침 하이브리드 및 원격 모델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12.2.5 학교 정원 

●  COVID-19를위한 Jeffco School Gardens 프로토콜. COVID-19를위한 Jeffco School Gardens 프로토콜.

12.2.6 직원 건강 

● 직원 건강 웹 사이트

● 내부 직원 지원 프로그램 웹 사이트

12.3 학교 보건 서비스 프로그램 (메디 케이드) 

● 하이브리드 모델은 학생 서비스 및 교통 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상환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원격 학습 환경에서의 상환은 

연방 및 주지도 및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

12.3.1 랜덤 순간 시간 연구 (RMTS) 

● 작은 응답 시간 창으로 10 월 1 일에 시작하십시오. 

● 모든 서비스 제공 업체, 인사부 및 특수 교육 팀과의 협조를 통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이 주에보고되도록합니다. 

12.3.2 EzEdMed 문서-모든 제공자가 기대합니다. 

12.3.3 교통-Zonar 학생 추적 시스템을 사용하여 1066 명의 학생을위한 여행을 기록합니다. 

●  https://www.cde.state.co.us/healthandwellness/medicaid_home https://www.cde.state.co.us/healthandwellness/medicaid_home

12.4 홈 바운드 교육 프로그램

● 2020 년 가을부터이 서비스는 더 이상 중앙에서 제공되지 않으며 모든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학교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4.1 홈 바운드 교육 기준 

● 학교는 홈 바운드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학생이 학교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에 액세스 할 수 있는지 

고려합니다. 

● 학교는 이것을 완료합니다  점검표  홈 바운드 서비스가 적절한 지 판단하기 전에. 학교는 이것을 완료합니다  점검표  홈 바운드 서비스가 적절한 지 판단하기 전에. 학교는 이것을 완료합니다  점검표  홈 바운드 서비스가 적절한 지 판단하기 전에. 학교는 이것을 완료합니다  점검표  홈 바운드 서비스가 적절한 지 판단하기 전에. 학교는 이것을 완료합니다  점검표  홈 바운드 서비스가 적절한 지 판단하기 전에. 

● 학교는 홈 바운드 서비스를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홈 바운드 강사가 필요한 경우 교사를 식별하는 것은 학교의 

책임입니다.

참조 및 자료 :

보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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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GCq3r8Q6NGm1BOVpsVdKhQiffRXCXuDaj8bDbF9yjLM/edit?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pc1fQ_6ldBorMkdUEYsipChp3bjY8Nx3/view?usp=sharing
https://teamjeffco.jeffcopublicschools.org/staff_resources/health_services/employee_wellness
https://teamjeffco.jeffcopublicschools.org/cms/one.aspx?portalId=2918833&pageId=7852745
https://www.cde.state.co.us/healthandwellness/medicaid_home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djnqlft-UFKvTtyNBoajRJ3tdKpUbVAaV-QhXMvIiw/edit?usp=sharing
https://www.jeffcopublicschools.org/services/health_services


 

Jeffco 공립학교 다시 시작 모델-초안 3.0 29 

외부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