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26일 
 

학부모/후견인 및 가정 귀중 

 

8월 21일 모든 TDSB 학부모/후견인에게 9월 학교 재개에 관한 안내 편지가 발송되었는데, 오늘 이 

편지는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추가적 안내문입니다. 몇 주 후 

저희가 TDSB 학교를 다시 열고 학생들을 맞아들이는 과정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으시리라 생각하여 

상세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 재개를 위한 저희의 모든 계획과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작업 과정에서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를 

믿고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교 재개를 계획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TDSB는 장애 학생에게 교육, 자원 및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물론 COVID-19 세계적 대유행 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추가적 

안내입니다. 

 

개학일 연기 - 9월 15일(화) 

학교 재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저희 TDSB는 불가피하게 개학일(초등학교, 고등학교 및 

가상 학교)을 9월 15일(화)로 연기해야 합니다. 

 

모든 학년의 개학은 3일에 걸쳐 시차를 두고 시행되지만, 모든 특수교육 학생은 9월 15일(화)이 

개학일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통합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내의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 - DD) 집중지원프로그램(Intensive Support Program - ISP) 대상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특수교육 학생도 9월 15일이 개학일입니다. 

 

마스크/안면가리개 지침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TDSB 건물 내부 및 스쿨버스에서 마스크/안면가리개를 착용해야 하지만, 몇몇 학생은 

의학적 문제, 감각 문제 등 때문에 이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학부모/후견인 



 

 

여러분은 마스크 또는 안면가리개 착용과 관련하여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 학교와 직접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작업보건안전(Occupational Health & Safety) 팀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투명 마스크 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안면가리개에 관한 추가적 안내문이 학부모/후견인 여러분에게 곧 발송될 

것입니다. 

 

수업 모델 
 

초등학교  

 

초등학교 특수교육(Elementary Special Education) 집중지원프로그램(ISP) 학급은 ISP 프로그램(영재 

학급 제외)에 따라 정원이 6-16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주 5일간,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종일 단일 코호트/집단에 속하여 학교 생활을 합니다. 

 

여기에는 Beverley School, Lucy McCormick Senior School, Park Lane Public School, Seneca School, Sunny 

View Junior and Senior Public School, William J McCordic 등 6개 통합 초등학교가 포함됩니다. 

 
몇몇 학생은 물리적 거리 두기를 최대화하기 위한 강화된 보건 및 안전 규범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학교가 해당 가정 및 특수교육및수용컨설턴트(Special Education & 
Inclusion Consultant)와 협의하여 이 시기에 학생 및 교직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고등학교(9-12학년) 

 

고등학교 특수교육(Secondary Special Education) 발달장애(DD) 집중지원프로그램(ISP) 학급은 정원이 10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단일 코호트에 속하여 매일 등교하며, 모든 특수교육 수업을 함께 듣습니다. 

학기제 모델에 따라 수업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수교육 과정 및 정규 과정을 듣는 통합 ISP 학급(영재 학급 포함) 고등학생은 동료들과의 지속적 

통합을 위해 4 학기제 고등학교 모델에 따라 학교에 다닙니다. 

  

https://www.tdsb.on.ca/Return-to-School/Learning-and-Instruction/Secondary


 

 

고등학교 ISP 의 정원은 6-16 명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특수교육 과정을 듣는 1 개 코호트에 속하여 학교에 

다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ISP 에는 MID, LD, ASD, DHH, PD 등이 포함되며 비특수교육 과정은 동료들과 함께 한 

코호트에 속하여 듣습니다. 영재 ISP 학급의 정원은 30 명이며 2 개 코호트로 나뉘어 특수교육 및 비특수교육 

수업을 듣습니다. 이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는 6개 통합 고등학교는 2학기제로 운영됩니다. 통합 고등학교는 Central Etobicoke 

High School, Drewry Secondary School, Frank Oke Secondary School, Maplewood High School, Sir William Osler High 

School, York Humber High School 등입니다. 

 

가상 학교(유치원 – 12학년) 

자녀가 자택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원격 수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학부모/후견인이 원격 수업으로 시작했다가 교실 수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학생은 ISP 학급 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학년도 중 중요한 날짜에 가상 학교에 

들어가거나 대면 수업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 날짜를 

참고하십시오. 지정된 시간 이외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도 있으며 해당 

학교장이 사례별로 심사합니다. 
 

교실 수업 또는 가상 수업 등록 

통합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동과 고등학교 DD ISP를 듣는 학생의 학부모/후견인에게 대면 수업 또는 

원격 수업에 등록하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이 이번 주에 발송됩니다. 

 

사전 등록 설문조사에 이미 응답한 학부모/후견인을 포함하여 모든 학부모/후견인은 이 등록을 

함으로써 자녀의 등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이메일에는 각 학생에 대한 온라인 등록서와 연결되는 고유 링크가 들어 있으며, 이 링크는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학부모/후견인에게는 자녀마다 따로 이메일이 

발송되며, 자녀마다 따로 등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서는 20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온라인 등록을 하지 않은 학부모/후견인에 한하여 선택을 요청하는 

https://www.tdsb.on.ca/Return-to-School/Learning-and-Instruction/Elementary
https://www.tdsb.on.ca/Return-to-School/Learning-and-Instruction/Secondary
https://www.tdsb.on.ca/Return-to-School/Learning-and-Instruction/Elementary
https://www.tdsb.on.ca/Return-to-School/Learning-and-Instruction/Secondary


 

 

등록 전화가 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등록 옵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TDSB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수): 학부모/후견인에게 이메일 발송 및 등록 시작 

8월 31일(월): 통합 학교 및 고등학교 DD ISP 학생 등록 마감 

 

다음 단계 

저희는 개학일까지 계속해서 모든 가정에 고지하고 업데이트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 위해 저희 행정관, SEAC 학교재개소위원회(Return to School Sub-committee), 

교직원학교복귀특수교육및수용소위원회(Staff Return to School Special Education and Inclusion Sub-

Committee) 등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저희의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변함없는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각 학교장이 되도록 

빨리 학교별 안내 사항을 각 가정에 직접 전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의문과 우려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희 직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쪼록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원활한 학교 재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Carlene Jackson Alexander Brown 
Director of Education Chair 

 
 

 

https://www.tdsb.on.ca/Registration
https://www.tdsb.on.ca/Return-to-School/Health-and-Safety
https://www.tdsb.on.ca/Return-to-School/Health-and-Saf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