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23일 

중고등학교 학부모/보호자 및 학생분들께, 

 

본 통지는 현장 학습과 가상 학습 간의 전환 및 2학기에 가상 학습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상 학습 모델의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중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이 아셔야 할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현재 TDSB 가상 중고등학교 등록 학생 수가 18,000 명 이상인 가운데, 현 제도를 크게 재정비하지 

않고서는(현장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과목 축소 및 취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가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장 학교와 가상 학교 모두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을 계속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 학기에 가상 학습 전환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가상 

학습 제공 방식이 변경될 것입니다. 

 

가상 학교는 계속 운영되며 기존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2학기에 현장 학습에서 가상 학습으로 전환하고 싶은 학생들은 

현재 참석 중인 학교에서 가상 학습 옵션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현장 학습에서 가상 학습으로 전환 

 

현장 학습에서 가상 학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현재 참석 중인 학교로부터 원하는 바를 표시할 수 있는 양식서 등 

추가 정보를 제공받을 것입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0년 11월 23일 2학기 시작일부터 시행됩니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가상 학습 모델은 클래스마다 다르며, 가상 학습을 원하는 학생 수와 제공되는 과목 등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의 경우, 클래스 전체를 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학생들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클래스가 가상 및 현장 학습 코호트로 분할됩니다. 

  

각 학교는 가상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 수를 파악하게 됨에 따라, 향후 며칠간 모델을 준비 및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 측에서 구체적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각 학교에서 가상 학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신청을 수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특정 학기에 희망 과목으로의 변경은 이용 가능 여부 및 개설 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학교에서 현장 학습으로 전환 

  

현재 가상 학교에 등록되어 있고 현장 학습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담당 학교의 가이던스 

카운슬러에게 문의하여 2, 3, 4학기에 요청한 특정 과목에 대한 시간표 구성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표가 

구성될 수 있는 경우, 현장 학교로의 전환을 진행할 것입니다. 공간이 제한적이고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이미 2학기 현장 학교로의 변경 신청을 마쳤다면 해당 학교에 다시 연락하여 신청을 재확인하십시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 인내심을 보여주신 부모/보호자 및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모든 교실과 학교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의 번역본 등 자세한 내용은 TDSB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캐시 위더로우 

임시 교육청장 

 

https://tdsb.on.ca/Return-to-School/Learning-and-Instruction/Switching-Between-In-Person-Learning-and-the-Virtual-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