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2021-22학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름 방학 동안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들을 다시 학교에 맞아들이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심과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윌로데일 지역 공립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게 하고, 모든 학생이 우리 교육 체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지에서 몇몇 중요한 정보와 업데이트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더 정상적인 학년도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TDSB는 모든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한편, 우리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업적 체험을 제공하고, 정신 건강 

및 안녕을 지원하고, 가정 및 교직원들의 필요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토론토공중보건국(Toronto Public Health)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지시에 따르고 있으며, 

적시에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소식지의 ‘학교 복귀’ 단원을 읽어보거나, 

TDSB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tdsb.on.ca/school-year-2021-22 . 

또한, 숙제 관련 조언, 학사 일정, 학생 수송 안내, 정신 건강 지원, 건전한 생활, 괴롭힘, 특수교육, 학부모 

참여 등, 학부모 및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가 올려져 있는, 학부모를 위한 웹페이지 

www.tdsb.on.ca/forparents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 및 학교 생활 참여는 우리 학교 및 학생들의 성공을 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하여 학교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관내 

학교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서 학교운영위원회(school council) 또는 자문위원회 참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 등등에 관해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tdsb.on.ca/getinvolved를 방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 보려면 이메일 

alexander.brown@tdsb.on.ca로 제 e-소식지 구독 신청을 하거나 제 웹페이지 

www.tdsb.on.ca/ward12를 방문하십시오. 토론토지역교육청(TDSB)에 관한 뉴스를 받아 보려면 

웹사이트 www.tdsb.on.ca/TDSBupdate에서 TDSB 업데이트를 구독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서 TDSB를 팔로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학년도 내내 학교 및 교육 체계로부터 이메일로 

중요한 정보 및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학생 성취를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lexander 
 
 
 
 
 
 

이 편지의 페르시아어 번역본: www.tdsb.on.ca/ward12 

이 편지의 중국어 번역본: www.tdsb.on.ca/ward12 

이 편지의 한국어 번역본: www.tdsb.on.ca/war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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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복귀 – 보건 및 안전 

8월 3일 교육부는 새 학년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동 계획의 몇몇 하이라이트와 

아울러 보건 및 안전을 위한 TDSB의 노력을 간추려보았습니다: 

▪ 모든 초등학생 및 고등학생은 수업일 종일 대면 수업을 받습니다. 원격 수업은 여전히 선택 

사항입니다. TDSB 소속 학생은 대부분 대면 수업 복귀를 선택했습니다. 

▪ 1학년생-12학년생은 학교 실내에서는 얼굴에 잘 맞는 비의료용 마스크 또는 천으로 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실외는 아님). TDSB의 경우, 유치원생(JK/SK)도 비의료용 마스크 

또는 천으로 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학교 교직원 및 방문자는 실내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실외는 아님). 

▪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코호트 사이에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학교에 오기 전에 집에서 자가 선별검사를 해야 합니다. 공휴일 다음날 

등, 전파 가능성이 큰 시기에는 이 선별검사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될 수도 

있습니다. 
▪ TDSB 관할 학교의 모든 사용 중인 교실에는 1대 이상의 HEPA 필터 공기정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tdsb.on.ca/School-Year-2021-22를 

방문하십시오. 
▪ 모든 학생은 온타리오주재개법(Reopening Ontario Act) 하의 관련 온타리오주 요건에 따라 과외 

활동, 집회 및 견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컴퓨터 랩 및 카페테리어는 개방됩니다. 

▪ 고등학교는 조정된 학기 모델을 제공합니다. 

 
 

신임 교육청장:                

TDSB는 교육청장 칼린 러셀-롤린스를 환영합니다. 칼린은 공식적으로는 8월 5일부터 봉직하기 

시작했으며, 필지역교육청(임시 교육청장) 및 토론토지역교육청에서 선임 지도자직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의 자신감, 참여 및 성취를 향상시키는 발판으로서 평등을 강조합니다. 

부교육청장(TDSB)으로 일하면서 칼린은 조기 문식력, 가정의 참여, 탁아, 그리고 전문적 평등, 

반인종주의 및 반억압 교육의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요크대학교에서 문학사, 교육학사 및 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2020년에는 ‘성공한 캐나다 흑인 여성 100인’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TDSB를 

이끌게 된 칼린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러셀-롤린스 교육청장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TDSB 웹사이트 www.tdsb.on.ca를 

방문하십시오(교육청장 아이콘 클릭). 

 

학습 모델, 정신 건강 및 안녕 자료, 보건 및 안전 수칙, 우리의 세계적 대유행 회복 계획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웹페이지 www.tdsb.on.ca/school-year-2021-22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웹페이지는 관련 정보 및 자료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http://www.tdsb.on.ca/School-Year-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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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학년도 예산: 적자를 충당하고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예산 삭감을 피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지만, 교육청은 모든 세계적 대유행 비용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주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6월 30일 2021-22학년도 운영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9월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교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34억 9천만의 예산에는 다음 분야에 대한 추가적 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직원 충원 지원, 정신 건강, 특수교육, 학생 수송 보건 및 안전, 학교 운영, 환기 시설, 학생 재참여 등. 

세계적 대유행 발발 이전의 교육청의 구조적 적자 및 세계적 대유행 관련 비용을 포함한 TDSB의 2021-

22학년도 적자는 $5,900만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 대유행 중에 학생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감축을 피하기 위해, TDSB 예비비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고 내년 예산의 균형을 이루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TDSB 웹사이트 www.tdsb.on.ca를 

방문하십시오(예산 아이콘 클릭). 

교육부는 교육청에 발생한 세계적 대유행 비용을 충당하는 예비비 사용을 상쇄하기 위한 추가적 재정 

지원을 발표했지만, 세계적 대유행 비용이 교육청 운영 예산의 2%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TDSB는 이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에게 주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모든 세계적 대유행 

관련 비용을 충당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www.tdsb.on.ca/ward12에 올려져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학교운영위원회(School Council)의 목적은 학생 성취를 향상시키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 체계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문제에 관해 학교장, 지역 운영위원 및 교육청에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학교장 및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종합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School Councils: A Guide for 

Members(학교운영위원회 – 운영위원 가이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학부모 및 

학교 지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torontopiac.com를 방문하십시오. 

누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모든 학생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과 

지역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문제 중요 연락처: 

 
 
 

 
 
 

 

 

2021-22학년도 워드 포럼 

Michelle Munroe  
Central Co-ordinator, Parent and Community Engagement  
michelle.munroe@tdsb.on.ca 
416-397-3528 
 
Susan Lee 

Parent Involvement Advisory Committee Rep (윌로데일/제 12구) 

 info@torontopia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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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년도마다 학부모/후견인,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생이 참여하는 워드 회의를 몇 번 엽니다. 이 

회의는 제가 여러분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윌로데일 관내 학교들의 다른 관계자들과의 소통 통로를 열어줍니다. 각 

워드 포럼의 장소는 날짜가 확정되는 대로 선정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회의에서 탁아 및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저는 모든 워드 포럼이 대면으로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다음 주제 하에 워드 포럼(WARD FORUMS)을 열 계획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제 웹사이트 www.tdsb.on.ca/ward12/를 방문하여 제 e-소식지 구독 신청을 

하십시오. 

2021-22학년도 중요 날짜  

 

 
 
 

정신 건강 및 안녕 – 10월(초순), 오후 7-9시  

학교운영위원회 – 10월(하순), 오후 7-9시 

특수교육 – 11월(중하순), 오후 7-9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