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4일 

학부모 및 후견인 여러분, 

 

저희 토론토지역교육청(Toronto District School Board)이 원격 학습이 시행된 지 2주째에 들어선 

지금, 학생 및 교육자들이 대면 학습에서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더그 포드 주수상은 당초 예정대로 5월 4일에 개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 주수상은 그렇다고 학년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며칠 안에 교육부(Minister of Education)가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더 상세한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문도 많고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으며,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육자들은 Google 

Classroom 또는 Brightspace과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메일, 전화, 직접우편(DM)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저희는 학생, 가정 및 교직원으로부터 소중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건의와 제기된 우려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1.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우선시한다. 

2. 다양한 방식에 의한 교육의 지속에 중점을 둔다. 

3. 상호 연락 관계를 유지한다. 

4.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한다(특히 그동안 항상 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했던 학생과 

여러 가지 이유로 원격 학습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학생). 

5. 원격 공간에서 최대한 효과적일 수 있도록 교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저희는 모든 학생이 집에서 안전하게 원격 학습을 계속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저희 교직원들이 원격 학습 환경에서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 그러듯이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근 진전 상황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아래 주제들에 관한 안내입니다: 

 
 학생의 온라인 안전  온라인 학습 플랫폼 

 기기 배급  학생 평가 

 견학, 졸업식 및 기타 행사  정신 건강 자료 

 교직원에게 연락하기 – 질의 또는 우려 표명  

 

학생의 온라인 안전 

많은 학생이 온라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온라인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은 우리 공동체들이 배우고 소통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이버 괴롭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사용, 프라이버시 문제 등의 위험에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안전에 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는 데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 즉 

학부모/후견인, 학생 및 교육자가 협력하면 우리 학생들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후견인 및 학생을 위한 몇몇 핵심적인 온라인 안전 조언입니다: 

 학생은 전화번호, 주소, SIN, 생년월일, 개인 사진, 금융 정보 등의 개인 정보를 성인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신변 안전이 걱정되거나 불안을 느끼게 하는 메시지, 댓글,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온라인에서 볼 경우, 즉시 성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자녀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비디오 게임, 앱 등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적절한 것을 안전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TDSB 온라인 안전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및 웹 회의 

TDSB는 학생들과의 원격 연결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 및 화상 회의 옵션을 교육자에게 

제공합니다.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촉진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개개 교육자가 자신의 경험과 친숙도,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의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원격 학습은 수업마다 다르며 담당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자가 화상 회의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모든 학생이 원격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전략과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 과제 및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안녕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및 유치원의 

지정 유아교육자가 모든 학생과 수시로 연락할 수단이 생기는 것이 저희 기대입니다.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 또는 영어학습자(ELL)가 있는 가정은 특수한 학습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TDSB에 속한 다양한 학습자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저희의 우선 과제이며, 교사 및 ESL/ELL 담당 교직원은 다른 교직원과 지속적으로 

협동하여, 온타리오주 교육과정(Ontario Curriculum) 또는 대체 교육과정(Alternate Curriculum)에 

따라 공부하고 있거나 영어학습자인 특수교육 학생의 IEP에 요약된 특정한 강점 및 필요를 

바탕으로 학생 프로그램을 개인화합니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 및 보조 도구에 

접근하려면 Special Education Resources(특수교육 자료) 또는 ESL Resources(ESL 자료) 

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에 대한 기기 배급 

https://www.tdsb.on.ca/Remote-Learning-Support-Resources-for-Educators/Digital-Learning-Tools/Online-Safety
https://www.tdsb.on.ca/Remote-Learning/Special-Education-Resources-for-Families
https://www.tdsb.on.ca/Remote-Learning-Support-Resources-for-Educators/Resources/ESL-Resources


 

 

 
 

원격 학습을 위한 기기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저희는 학생들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저희는 수많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약 29,000가구가 기기가 

필요하며, 저희 직원들이 되도록 빨리 이 기기를 마련하여 배급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해당 가구의 구성원들이 집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는 기기를 

해당 가정에 직접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옵션은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우리 공동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녀가 기기를 받으면 저희가 기술적 문제에 관해 지원할 것이며, 기기를 

배송할 때 이 정보도 제공할 것입니다. 기기와 관련된 문제는 학생이 담임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특수교육 학생이 원격 학습을 지원하는 특수교육금액(Special Education Amount - 

SEA)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과 학교는 Chromebook 또는 특정 전문화 

장비가 학생들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SEA 팀, OT/PT 팀 및 IT 팀과 협력할 것입니다. 

 

학생 평가  

이 정보는 전에 이미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원격 학습 평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가 여러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학생의 학습 증거를 수집하여, 개개 학생의 

진전에 관해 학생에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휴학 기간 중 학습에서의 현저한 향상의 

증거는 담당 교사가 해당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을 매길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는, 1-8학년은 

2020년 3월 13일 휴교령이 내려질 때까지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성적이 매겨집니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모든 학생에 대해 6월 성적표가 발급됩니다. 

 

중간 성적은 12학년에 대해서만 온타리오주 종합대학지원센터(Ontario Universities’ Application 

Centre - OUAC) 및 온타리오주 전문대학지원서비스(Ontario College Application Service - OCAS) 

성적 보고 마감일에 맞출 수 있도록 4월 27일까지 입력됩니다. 성적은 2020년 3월 

13일까지(학기제 학교는 학기 초부터, 비학기제 학교는 마지막 온타리오주 성적표 

발급일로부터)의 학습 성과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제출 기한이 3월 13일 전인 과제물을 

용인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 성과를 입증할 기회를 주기 위해 4월 6일 후에 추가적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제는 3월 13일 성적을 향상시킬 경우에만 중간 성적에 반영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원격 학습 중에 교사가 과제, 프로젝트, 지속형 탐구 활동 과제(culminating 

activities) 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학습 활동은 해당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킬 경우에만 최종 

성적에 반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6월에 제출되는 최종 성적은 2020년 3월 13일까지 

완료된 학습 활동만 반영합니다. 

 

여러분이 원격 학습 중에 생길 수 있는 학습 공백을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휴교 

기간이 끝나고 올가을에 들어서면, 저희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필요를 파악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개입을 할 계획입니다. 

 

https://www.ouac.on.ca/guidance/counsellor-resources/schedule-of-dates-2020/
https://www.ocas.ca/


 

 

 
 

모든 학생이 온라인 또는 인쇄물 자료를 통한 학습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저희가 성적을 처리하는 방식 때문에 학습을 계속하는 데 열의가 없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학생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학습에 계속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정상적인 교실 및 학교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학습의 연속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학교 및 담임교사와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견학, 졸업식 및 기타 행사 

다가오는 견학, 졸업식, 졸업반 무도회, 기타 여러 가지 행사 등에 관해 많은 분이 문의했습니다. 

향후 몇 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저희는 이번 학년도 남은 기간의 모든 견학 및 1박 

여행을 취소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졸업식, 졸업반 무도회 등 기타 활동에 관해서는 

조만간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자료 

지금은 많은 가정에 어려운 시기이며, 격리는 정신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필요할 경우, 저희 Mental Health and Well-being(정신 건강과 안녕)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셀프헬프 및 서비스 제공자 관련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우리 공동체들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가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대해 거듭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뿐만 아니라 

토론토지역교육청에 속한 모든 학생의 교육을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물도 만나겠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추가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학교에 관한 의문이 있는데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학교에 전화하여 메시지를 남기면 담당자가 되도록 빨리 회신 전화를 할 것입니다. 시스템에 관한 

의문이 있을 경우, 교육감에게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으면 Superintendent’s 

Office(교육감실)에 전화하여 메시지를 남기면 담당자가 되도록 빨리 회신 전화를 할 것입니다. 

학교 연락처 정보가 필요하면 Find Your School(학교 찾아보기)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최신 소식은 TDSB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 자신과 자녀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ttps://www.tdsb.on.ca/Remote-Learning/Resources-During-Covid-19
https://www.tdsb.on.ca/About-Us/Director-of-Education/Senior-Team/School-Superintendents
https://www.tdsb.on.ca/About-Us/Director-of-Education/Senior-Team/School-Superintendents
https://www.tdsb.on.ca/Find-your/School
https://www.tdsb.on.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