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19일 

학부모/후견인 귀중 

  

온타리오주 정부는 오늘 토론토지역교육청(Toronto District School Board) 관할 학교를 포함한 

온타리오주의 모든 공립 학교가 2019-2020학년도 말까지 계속 휴교하며 6월 말까지 원격 교육이 

계속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휴교 연장 소식은 몇몇 가정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지만, 이 결정은 학생, 교직원 및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여 내린 것입니다. 

  

정부는 확대된 여름 교육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름 교육 프로그램은 7월 및 8월에 시행되며, 

여기에는 여름 학교, 과정 업그레이드, 그리고 취약 학생, 특수교육 학생, 정신 건강 필요가 있는 

학생 및 원주민 학생을 위한 표적 프로그램 등, 학생을 위한 신규 및 기존의 학점 및 비학점 지원이 

포함됩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원격 교수 및 학습을 통해 여름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각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으나, 여름에 비상 대책이 완화되거나 철회될 

경우에는 대면 교수 및 학습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따라 TDSB는 이제 조만간 여름 

교육 계획을 완성하여 발표할 수 있겠습니다. 

  

TDSB 학교 내에 있는 탁아소의 점진적 재개는 온타리오주가 우리 주의 재개를 위한 

체계(Framework for Reopening our Province)의 2단계로 접어들 때 시작될 예정이며, 공중 보건 

관리들의 최선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엄격한 안전 규범이 수반될 것입니다. TDSB 

확장일과프로그램(Extended Day Program) 여름 캠프에 관해서는, 주요 공중 보건 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될 경우, 엄격한 보건 및 안전 지침에 따라 올해 7월 및 8월에 허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몇몇 학생 및 가정은 아직 학교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하루빨리 회수하고자 한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압니다. 이 회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는 다음 단계에 관하여 토론토공중보건국(Toronto 

Public Health)과 협의하고 있으며,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거의 4만 명이 온라인 대화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눈, 최근에 저희가 시행한 학부모/후견인 

설문조사에서 의견을 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방식에 대한 기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귀담아들은 공통된 주제는 우리 학생들이 교사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 

상호작용에 의한 연결과 참여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상적인 교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작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저희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참여와 안녕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및 협력자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https://news.ontario.ca/opo/en/2020/05/health-and-safety-top-priority-as-schools-remain-closed.html
https://www.ontario.ca/page/reopening-ontario-stages


 

 

 
 

마지막으로, 도대체 언제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 돌아가게 될지 궁금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는 9월에 학교 수업을 재개하는 것에 관하여 추후에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교실을 개조하고 일과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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