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우리 학생들의 학교 복귀 환영
 

 
대면 학습 또는 원격 학습?
2021-2022학년도에 대한 중요한 선택
 
워털루지역교육청(Waterloo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 WRDSB)은 2021년 9월 학생
및 교직원들의 학교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정보는 여러분이 9월에 시작될 귀
자녀의 학습 방식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이 결정은
한 학년도 전체에 대한 것임에 유의하십시오.
 
WRDSB는 대면 학습이 우리 학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한다고 믿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녀가 원격으로 학습하기를 바라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의 지침에 따라 WRDSB는 9월에 원격학습프로그램(Remote Learning
Program) 옵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를 읽어본 후 다음 학년도에는 귀 자녀에
대해 원격학습프로그램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 5월 3일 오후 4시까지아래 링크된
원격학습신청서(Remote Learning Request Form)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원격학습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귀 자녀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귀 자녀가 대면 수업을 받을 홈 스쿨 또는 마그넷 프로그램 학교에
배정할 것입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학습과 안녕과 정신 건강
WRDSB는 학생의 학습, 정신 건강 및 안녕이 대면 학습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된다고 믿으며, 여러분의 피드백도 이를 뒷받침해주었습니다. 저희는 학교의
중요성과 대면 학습의 독특한 효과에 관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교직원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 어린 아동, 영어 학습자, 특수교육 필요가 있는 학생,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 취약한 학생 등의 필요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해준다

● 동료 및 교육자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 및 안녕을
지원한다

● 학생들의 소속감, 연대감 및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준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가 다음 학년도에 학교로 돌아갈 때 학생의 정신 건강 및 안녕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난해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극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견실한 대인관계, 연대감 및 소속감은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토대가 됩니다. 저희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강한 소속감을 체험하고 자신이 수용 및
포용된다고 느끼는,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수용적인 교실과 학교 공동체의 조성을 가장
중요시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
WRDSB는 모든 보건 및 안전 규범이 시행되고 우리 학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 및 그 가족들의
지원에 힘입어 우리 학교들에서는 COVID-19의 전파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워털루지역공중보건국(Region of Waterloo Public Health)과의 협력을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2021-2022학년도에는 점차 정상적인
운영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관할 공중보건국의 권고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대면 학습
유치원생에서 8학년생까지의 대면 학습은 우리의 현행 방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학생들은 학급별로 집단화되며, 교직원들이 수업시간표에 따라 학급 단위로
로테이션합니다.

● 각 홈룸/집단을 가르치는 교육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 필요할 경우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또는 개개 학생이 제한된
시간 동안 격리되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가상 학습
환경(Google Classroom, Brightspace 등)을 유지합니다.

고등학교 대면 학습
현행 안전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면 학습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아무쪼록 학년도가
진행되면서 점차 보건 지침에 따라 더 정상적인 활동 및 운영을 재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9월에 저희는 고등학교를 2학기제로 조직할 계획이지만, 교육부 및
공중보건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경우 4학기제로 운영할 준비도 할 것입니다.

● 이번에는 학생들이 전처럼 A 및 B, 2개 집단으로 나뉘어 하루에 1개 집단씩
번갈아 대면 학습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수
없지만, 하루 1개 학습 단위에 대한 여러분의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은 하루에 2교시 수업을 하고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점심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 교육부 및 공중보건국의 지시 및 지침에 따라 학생들의 집단화가 중지되고 매일
등교 및/또는 더 정상적인 수업 일정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저희는 이러한
변화를 되도록 신속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 필요할 경우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또는 개개 학생이 제한된
시간 동안 격리되어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서 가상 학습 환경(Google Classroom, Brightspace 등)을 유지합니다.

9월의 원격 학습 프로그램
WRDSB는 가상 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원격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원격학습프로그램은 올해 시행된 원격학습프로그램(Distance
Learning Program)을 모델로 시행됩니다. 프로그램명이 바뀐 것은 교육부가 사용하는
용어를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더 많은 학생이 대면 수업으로 복귀하게 될 경우,
2020-2021학년도에 제공된 것들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저희의 능력이
제한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원격 학습 프로그램
WRDSB의 초등학교 원격학습프로그램(Elementary Remote Learning Program -
ERLP)은 저희의 종일제 유치원(Full Day Kindergarten) 프로그램, 영어프로그램 및 핵심
프랑스어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어 몰입 과정 교사의 제한된 공급을 고려할 때,
WRDSB는 ERLP를 위한 프랑스어 몰입 프로그램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프랑스어 몰입 프로그램을 보장하기를 원하는 가정은 대면 학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ERLP에는 다학년 통합 수업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40분간의
간식시간 2회를 포함하여 하루에 180-225분의 실시간 수업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원격 학습 프로그램
WRDSB의 고등학교 원격학습프로그램(Secondary Remote Learning Program -
SRLP)은 지역적 개발/필수, 취업 준비, 응용, 전문대학 진학 준비, 학문, 종합대학진학
준비 등 모든 프로그램 경로에서 각 학년마다 제한된 수의 과정을 제공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이미 다음 학년도에 대한 과정 선택을 완료했습니다. SRLP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및 가정은 학생들이 선택한 졸업 경로에 필요한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SRLP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특정 과정을 수강해야 할 경우, e-러닝 과정
카탈로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SRLP에는 Specialist High Skills
Majors(SHSM), Advanced Placement(AP),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Integrated
Arts, French Immersion/Extended French, 기타 학교 전문 프로그램등의 시스템
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들 과정은 대면 수업으로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SRLP는 저희의 통상적인 프로그램과 동일한 학사일정 및 일일 수업시간표를
따릅니다. 저희는 지금은 고등학교를 2학기제로 조직할 계획이지만, 필요할 경우
4학기제로 운영할 준비도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일 수업시간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결정되면 한 학년도 내내 적용될 것입니다.

특수교육, 전문 프로그램 수업 및 IEP
저희가 올해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면 학습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히 군집 수업 및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형식입니다. 이 때문에

https://www.wrdsb.ca/learning/programs/secondary-school-information/e-learning/


2021-2022학년도에는 군집 수업 및 대체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변함없이 각자의 개별교육계획(IEP)에 명시된 필요한 수용, 조정,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될 것입니다.

각 가정의 결정을 돕는 지원
자녀의 학습, 정신 건강 및 안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결정이므로, 이 문제에 관해 자녀 및 자녀의 담임교사 또는 지원 교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이 결정은 한 학년도 전체에 대한 것임에 유의하십시오.저희가 마련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각 가정의 결정을 돕기 위한 추가 정보. 의문이 있을 경우,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원격 학습 프로그램 선택 방법
2021-2022학년도에 자녀가 WRDSB 원격학습프로그램을 수강하기를 바라는 부모 또는
보육자는 자녀 1명마다 따로 원격학습신청서(Remote Learning Request Form)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가 원격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자 하는 부모
또는 보육자는 2021년 5월 3일 오후 4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원격학습신청서 보기

이 결정은 한 학년도 전체에 대한 것임을 거듭 상기해드립니다.원격학습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귀 자녀가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받을 것으로 간주하고, 귀
자녀가 대면 수업을 받을 홈 스쿨 또는 마그넷 프로그램 학교에 배정할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기가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각 학교와 프로그램에 적절한
자원 및 교직원이 배정되도록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준비 작업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2021년 9월에는 여러분
자녀를 저희의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수용적인 교실로 다시 맞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https://www.wrdsb.ca/wp-content/uploads/Return-to-School-September-2021-Further-information-to-support-families-as-they-make-a-decision-April-2021.pdf
https://remotelearning.wrdsb.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