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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여러분, 

전례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귀 자녀 및 가정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정부는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에 대한 여러분과 귀 자녀의 열성과 
유연성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COVID-19가 여러분의 삶과 생활에 끼친 엄청난 영향 
때문에 여러분의 이러한 대처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 장관으로서 저는 COVID-19의 영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황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탁아, 유아 교육 프로그램, 현 
학년도의 상황 등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귀 자녀를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모든 아동과 모든 학생, 그리고 이들을 보육하고 
부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안녕입니다. 학생들을 다시 교실 교육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안전과 일관성, 그리고 공중보건 관리들의 지휘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는 교실로 돌아가기 전에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줄곧 명확하고 확고했습니다. 

이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온타리오주의 모든 공립 학교를 적어도 2020년 5월
31일까지 계속 폐쇄하도록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타리오주 수석보건의료관(Chief Medical Officer of Health) 및 COVID-19 사령부(COVID-
19 Command Table)의 전문적 조언이 저희 결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최근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제시한 모델은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나타내지만, COVID-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아직 학생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소식은 물론 많은 분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온타리오주의 모든 학부모의
동조와 헌신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저희가 3월 12일 처음 대면 교육의 중지를 발표한 이후,
온타리오주 전역의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지속적 학습을 독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부모와 가정은 우리 아이들이 이 세계적 돌발 사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듬직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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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교가 시작된 이후 학습의 연속성을 위한 저희 계획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교사가 주도하는 학습을 다시 도입했고, 지금은 학생들이 배움을 계속하기 위한 
과제와 자료를 배정받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저희는 귀 자녀의 담임교사가 배정한 학습물 및 과제를 바탕으로 1주 
동안의 학습 시간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했습니다. 이 돌발 사태 때문에 졸업에 문제가 
생기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최소 권장 교육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유치원 - 3학년: 주당 5시간 학습 / 문식력 및 수학에 중점 
• 4 - 6학년: 주당 5시간 학습 / 문식력, 수학, 과학 및 사회에 중점 

• 7 - 8학년: 주당 10시간 학습 / 문식력, 수학, 과학 및 사회에 중점 

• 9 - 12학년: 학기제 학생은 과정당 주당 3시간, 비학기제 학생은 과정당 주당 
1.5시간 학습 / 학점 취득 및 졸업에 중점 

이 기간에는 교육적 체험은 개개 학생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교사 및 기타 교육 종사자들이 
모든 학생을 지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 난국에서도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애쓴 교육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배정된 과제의 
충분성이나 더 원활한 소통의 필요에 관한 우려가 있으시면 해당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희는 남은 교사 
전문성개발활동(Professional Activity - PA) 및 시험 기간을 교육 시간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자녀는 이번 학년도에 가능한 최대한의 수업일수 동안 
배움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단 하루 또는 이틀이라도 그 어느 때보다 값진 
교육 시간일 것입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휴교 기간 중의 교육 시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많은 
가정이 겪는 문제의 하나는 몇몇 학생은 지금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Learn at Home에 
접속할 인터넷 또는 기술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COVID-19 사태 중에 모든 학생 및 가정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우리 온타리오주 
정부는 Rogers Communications 및 Apple과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주 정부가 학생필요지원금(Grants for Student Needs)을 통해 지원한 7,500만여 달러로 
교육청이 현재까지 무료 Rogers LTE 무선 데이터가 선장착된 아이패드 기기를 21,000여 
대 구매하여 해당 가정에 배급했습니다. 또한, Apple은 재택 학습 및 학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을 프랑스어 및 영어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21,000여 대의 기기는 이 기간에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제공한 20만여 대의 
컴퓨터 및 태블릿에 추가로 지원된 것입니다. 

https://www.ontario.ca/page/learn-a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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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는 또한 온타리오주의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자사의 Connected for Success 
프로그램 및 캐나다 정부의 Connecting Families 프로그램을 통해 온타리오주 전역의 
정부보조주택 세입자 및 주택 협력기관 회원들에게 저비용 인터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ogers Communications 및 Apple과 같은 기술 회사와 교육청 사이의 이러한 제휴 관계는 
진정한 온타리오 정신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 학년도에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는 한편, 2020-
2021학년도에 대한 계획도 이미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년도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매우 특수한 경우이므로 오는 9월에는 학교가 이전과 다르게 보이거나 느껴질 것이고,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안전과 안녕은 저희의 지침입니다. 따라서 학교, 탁아소 및 스쿨버스는 우리 
학생 및 유아 학습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전에 철저한 심층 청소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드립니다. 이렇게 오랜 휴교 후에는 접촉 위험이 극히 작겠지만, 저희는 모든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때 안전감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는 학생들이 원할 경우 여름 내내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 
여름 학습 프로그램 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10만여 명의 학생이 여름 
학습에 참여하지만, 이번 학년도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면 교사 주도형 학습을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 확대 여름 학습 프로그램은 학점 
회복, 새로운 과정 업그레이드 옵션, 취약 학생들을 위한 격차 줄이기 프로그램 및 지원 
등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COVID-19 돌발 사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불안한 시기를 몰고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지금 당장은 디스트레스의 징후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학생의 정서적 
필요와 정신 건강상 필요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정신 건강 종사자 및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즉시 학생들과 
안전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라는 지시를 각 교육청에 내렸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 
또는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아동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Kids Help Phone은 온타리오주 전역에서 주중무휴, 
하루 24시간 카운슬링 및 의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무료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1-800-668-6868로 전화하거나 686868로 ‘CONNECT’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탁아소 및 EarlyON 아동가정프로그램(EarlyON Child and Family Program)은 2020년 5월 
6일까지 계속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저희가 서비스 재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저희는 우리 
온타리오주의 비상 대응 및 회복 계획을 지지합니다.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bout.rogers.com%2Fgiving-back%2Fconnected-for-success%2F&amp;data=02%7C01%7CStephanie.Rea%40ontario.ca%7Cd007e40f5d454a3af56808d7e9e79062%7Ccddc1229ac2a4b97b78a0e5cacb5865c%7C0%7C0%7C637235053083077129&amp;sdata=%2BEqRJFWxHYUxrozKyRdFdurPaWiui8rfO7qth0YxSvI%3D&amp;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ic.gc.ca%2Feic%2Fsite%2F111.nsf%2Feng%2Fhome&amp;data=02%7C01%7CStephanie.Rea%40ontario.ca%7Cd007e40f5d454a3af56808d7e9e79062%7Ccddc1229ac2a4b97b78a0e5cacb5865c%7C0%7C0%7C637235053083077129&amp;sdata=XVT4%2F6N3lk7mBTae21ZjI49s%2FAZLp7TU2aMRZCC381s%3D&amp;reserved=0
https://kidshelpphon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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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로운 상황에 잘 적응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 및 교육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장차 우리의 탁아 및 교육
체계에서 ‘새로운 정상’이 어떤 것이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과 안녕을 증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않는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과 답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안녕히 계십시오. 

The Honourable Stephen Lecce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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