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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개학, 꼼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언론사명/ 보도일시: 국민일보(이도경기자) 등 /  2020.4.1.(수)

□ 제목: 학교도, 교사도, 가정도 ‘준비안된’ 온라인 개학(국민일보)

         상당수 학교 와이파이 안터져, 온라인 수업 엄두 못내(조선일보)

         저소득층 “컴퓨터도 없는데” 맞벌이 “애 혼자 수업될까”(중앙일보)

         학교 67%만 조사 끝났는데…스마트기기 없는 학생 17만명(경향신문)

         고3 진도는 맞춘다 해도 원격 장기화 땐 성적 처리 막막(한겨레)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교육부는 1차 개학 연기 결정(`20.2.23.) 이후 휴업기간 중 학습공백

최소화와 학습 지원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 1단계 휴업기간(3.2.～3.20)에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담임․학급

배정 결과와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 2단계 휴업기간(3.23.～4.6.)부터는 관리형 수업을 실시해 학생별

온라인 학습 시간을 관리하고 수준별 과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원격수업 인정 기준, 출석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3.26.)한 바 있으며,

 ◦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온라인 학습 플랫폼별 상세 매뉴얼*과

학교의 단계별 준비사항, 우수 사례, 저작권 관련 궁금 사항을 정리한

원격교육 안내자료 를 배포(`20.3.31)하였습니다.

* 서비스 최초 접속 방법과 회원 가입 방법, 강좌 개설, 학습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각 사이트 메뉴별 이용 방법 등을 화면과 함께 제시

□ 각 학교와 교사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될 원격수업을 위해

수업 유형 및 모델별 출결 처리 방법과 학생평가 방법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원격학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기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소득층 다자녀에 우선적으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 추가 보급분 5만 대,

민간(삼성전자, LG전자)에서 후원한 3만 6천 대, 총 31만 6천 대 확보

□ 교육부는 1주일 간의 온라인개학 준비기간 중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단장 :교육부차관)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 운영하고,

단위학교와 교사가 필요로 하는 단계별, 업무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원활한 온라인개학을 지원하겠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