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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DSB 가상학교 전환 양식 

친애하는 학부모님께, 

귀하의 자녀가 안전하고 즐거운 3월 봄 방학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학년도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지만(대면수업),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가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온타리오 

정부는 2022-2023학년도에 학생들에게 원격학습을 계속 제공하도록 각 교육청에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YRDSB는 2022-2023학년도에 가상초등학교(EV) 및 가상중등학교(SVS)를 통해 

대면학습(F2F) 및 원격학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두 방식을 병행하는 학습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내년에 직접 등교할 경우(대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2022-2023학년도에 가상 학교에 다니기를 희망하거나 가상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가상초등학교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 

● 온라인 학생은 쉬는시간(휴식)과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전형적인 학교 일과를 갖습니다.   

● 온타리오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이 교사 및 급우와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 그룹 

학습 기회 등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유사한 교육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 유치원 학생들은 300분의 실시간(동시) 학습 중 하루 최소 180분을 교사 및 

육아교육전문가(DERC)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비실시간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 1~8학년 학생들은 하루 300분 중 최소 225분을 교사와 실시간 (동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남은 시간은 비실시간 학습으로 이루어집니다.  

● 불어집중 프로그램은 학생/가정의 관심 및 교사 인력에 따라 가능한 경우 2022-2023년도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공될 경우 불어집중반은 여러 학년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불어집중 

프로그램(FI)이 가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다른 옵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 ESL(제 2언어) 프로그램 대상 학생들은 영어 언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학습 모델에서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우선순위입니다. 특수 교육 담당자들은 두 학습 방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계속 지원할 

https://www2.yrdsb.ca/about-us/covid-19/special-education-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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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9월에 가상 학교에서 맞춤교육플랜(IEP)에 참여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자녀의 

IEP에 대한 상담을 위해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수교육 커뮤니티 수업을 받는 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가상 학교에서 Google Classroom 및 온라인 미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학교 자주묻는질문 을 참조하십시오. 

가상중등학교  

● 9~12학년 학생들은 각 75분으로 이루어진 총 4회의 수업 시간과 점심시간이 포함된 일일 

학교 일과를 갖습니다. 

● 각 75분에는 최소 60분의 실시간(동시) 학습이 포함됩니다. 

● 온타리오 커리큘럼에 따라 학생이 교사 및 급우와 함께 참여하는 소규모 또는 대규모 그룹 

학습 기회 등 교실에서 진행하는 수업과 유사한 교육 패턴을 따르게 됩니다. 

● 9~12학년에게 필수 과정이 제공되며, 선택 과정은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수요에 따라 수업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수업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상중등학교 또한 정규 학년도와 동일한 수업 계획 및 일정을 따르게 됩니다. 

● 가정 및 학생은 고등반, 국제 바칼로레아 및  ARTS, SHSM, 불어집중반 등과 같은 선택 과목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상중등학교의 수업 일정을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특수 교육 수업은 

9~12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 두 가지 학습 모델에서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우선순위입니다. 특수 교육 담당자들은 두 학습 방식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9월에 가상 학교에서는 맞춤교육플랜(IEP)에 참여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자녀의 IEP에 대한 상담을 위해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수 교육 커뮤니티 수업을 받는 

학생을 둔 가정의 경우 가상 학교에서 Google Classroom 및 온라인 미팅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 9~12학년 학생들은 교육청 로그인을 통해 MyPathway 플래너계정에서 수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개설 수업은 학생의 수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수업이 

각 기간에 전부 다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특정 수업을 들어야 하는 중등과정에 대한 질문이 있는 학생 및 가정은 해당 학교의 상담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모든 학생은 상담 교사와 예약하여 수학 경로에 대한 의문점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yrdsb.ca/schools-programs/virtual-school/elementary-virtual-school
https://www2.yrdsb.ca/sites/default/files/2022-03/Secondary-Course-Offerings-for-SVS-Students.pdf
https://www2.yrdsb.ca/about-us/covid-19/special-education-supports
https://mypathwayplanner.yrdsb.ca/LoginFormIdentityProvider/Login.aspx?ReturnUrl=/LoginFormIdentityProvider/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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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가상 학교를 통한 수업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2개의 

e러닝 크레딧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구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봄에 모든 가정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공동 커리큘럼 클럽 및 이벤트 등은 가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대학 및 컬리지에 지원하는 졸업생들은 YRDSB의 가상중등학교를 거쳐 지원하게 되며, 

졸업증의 학교명에 “YRDSB 가상중등학교”라고 기재됩니다. 

● 졸업생들은 가상중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상학교 자주묻는질문 을 참조하십시오.  

가상학교 전환 양식 

가상학교 전환 양식은 2022-2023학년도 전 기간 동안 가상초등학교 또는 가상중등학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욕지역 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학부모/보호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YRDSB 가상학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각 자녀에 대해 양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상학교 

전환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자녀와 상의하십시오. 

함께 의사를 결정하는 가정은 이 양식을 작성하기 전에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선택한 학습 

형태로 전 학년도 동안 학습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현시점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정보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학교 시간표를 짜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부모님/자녀가 2022-2023학년도에 가상초등학교 또는 가상중등학교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가상학교 전환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중요 사항: 가상학교 전환 양식은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가상학교 전환 양식을 제출하면 2022-2023학년도에 가상학습 전환 양식 접수 확인 이메일이 

발송될 것입니다. 확인 이메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2022년 4월 7일 마감 전에 전환 양식을 다시 

제출하십시오. 

중요 사항: 가장 마지막으로 제출한 양식을 2022-2023학년도 최종 결정으로 간주합니다. 

https://www2.yrdsb.ca/schools-programs/virtual-school
https://forms.yrdsb.ca/SecondaryLearningModelForm/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oqK5PzQS39mYRNnMYtanfa5xWWbc0k72BVSmrm3Oa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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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2022-2023 학년도 전체 동안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학교 복귀에 대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육청 웹사이트 www.yrdsb.ca/school-reopening 를 통해 최신 정보, 동영상 및 리소스를 계속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 이 양식에 수집된 정보는 교육법 R.S.O. 1990, c E.2, s. 8.1,에 의거하며 욕교육청의 학교 행정관리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본 양식을 통해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관할 시의 정보의자유 및 개인정보보호법 R.S.O., 

1990, C. M. 56, 29에 의거합니다. 정보 수집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research.services@yrdsb.ca로 

문의하십시오. 

http://www.yrdsb.ca/school-reopening
mailto:research.services@yrdsb.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