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초등학생 수업 환경 변경 – 신청서 활성화! 
 
부모/후견인 귀중 
 
귀하가 이 이메일을 수신하는 것은 현재 1명 이상의 자녀가 홀턴가톨릭지역교육청(Halton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 HCDSB) 소속 가톨릭 초등학교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귀 자녀의 수업 환경(가상 또는 대면 수업) 변경을 신청하는 온라인 서식이 
게시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지침에 따라 모든 학생에 대한 원격 수업을 
2022년 1월 17일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주의: 신청된 변경은 2022년 1월 24일에 시행되거나, 교육부가 원격 수업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재개될 때 시행됩니다. 
 
배경 
2021-2022학년도 학교 재개 계획(Return to School Plan)에는 초등학생 수업 환경 변경 신청을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가상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또는 대면 수업에서 
가상 수업으로). 원래의 학사 일정에 따르면 신청된 변경은 2022년 2월 22일(화)자로 시행되어 
학년도 말(2022년 6월)까지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COVID-19 오미크론 변종의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한 온타리오주의 ‘재개 로드맵(Roadmap to 
Reopening)’ 제 2단계로의 진행을 고려하여, 저희는 모든 가정에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계획을 수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제 초등학생 수업 환경 변경 신청 기회를 두 번 제공합니다. 
  

1. 첫 번째 초등학생 수업 환경 변경 신청 기회는 지금 열려 있습니다. 1월 5일(수)부터 1월 
14일(금) 오후 11:59까지 온라인 신청서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청된 변경은 2022년 1월 24일에 시행되거나, 원격 수업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재개될 때 시행됩니다. 
 
가상 학교 변경을 신청하는 가정에 대한 중요한 알림: 

o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1월 17일에 재개될 경우, 1월 24일에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녀가 집에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 가정은 1월 17-21일 기간 중 D2L 
플랫폼 상의 현재 수업을 통해 자녀를 위한 비동기적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o 자녀의 가상 초등학교(St. Clare of Assisi Catholic Elementary Virtual School)로의 
변경을 신청하는 부모/후견인은 부활절 후 수업 환경의 최종 변경 시점까지, 또는 
학년도 말까지 자녀가 계속 가상 수업을 받기를 원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초등학생 수업 환경 변경 신청의 마지막 기회는 봄 방학(March Break) 후에 
제공됩니다. 신청된 변경은 부활절 후 4월 19일(화)에 시행됩니다.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hcdsb.org%2Freturn-to-school%2F&data=04%7C01%7Chal-masri%40hmcconnections.com%7C803f227dbee24f06495908d9d11dbbfe%7C0593dd4b3cc7406eac21472f46c8916a%7C0%7C0%7C63777074791614009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OkIeQz%2FYi83Kprbd0833WtI%2FezC3Fe9asUZGr9ueuFQ%3D&reserved=0
https://can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elem.hcdsb.org%2Fvirtual%2F&data=04%7C01%7Chal-masri%40hmcconnections.com%7C803f227dbee24f06495908d9d11dbbfe%7C0593dd4b3cc7406eac21472f46c8916a%7C0%7C0%7C637770747916140090%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iygqmoluJDY1NYeQ5W4RLfjjiOVZyXJCqV4dfGvAGlA%3D&reserved=0


수업 환경 변경 신청 
대면 수업에서 가상 수업으로, 또는 가상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귀 자녀의 수업 
환경을 변경하려면 아래의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방학 이전의 귀 자녀의 
수업 환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만 이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크리스마스 방학 이전의 수업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할 사항: 

• 각 자녀마다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 이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귀 자녀의 온타리오교육번호(Ontario Education Number - 

OEN)가 필요합니다. OEN은 최근 성적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이 온라인 신청서는 초등학생에게만 해당합니다. 고등학교 수업 환경 변경 신청서는 
자녀의 고등학교로 직접 발송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이 온라인 신청서는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11:59까지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신청서에 관한 기술적 문의는 다음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research@hcdsb.org. 
 
다음 단계 
온라인 신청서가 종료되면 저희 직원들이 일정 변경 작업을 시작합니다. 

• 부모 및 후견인은 1월 19일(수)까지 자녀의 수업 환경 변경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 귀 자녀의 수업 환경 변경은 2022년 1월 24일(월)에 시행되거나, 원격 수업이 연장될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 재개될 때 시행됩니다. 

•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이 1월 17일에 재개될 경우, 1월 17-21일에도 귀 자녀의 현재 
배치(대면 또는 가상)가 유지됩니다. 부모/후견인이 가상 학교로의 전환을 기다리는 동안 
자녀가 집에 머무르게 하기로 할 경우, 해당 학생들을 위해 비동기적 강의가 게시됩니다. 

 
HCDSB 가상 초등학교 소개 - St. Clare of Assisi Catholic Elementary 
School 

• St. Clare of Assisi Catholic Elementary Virtual School에서 제공되는 수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학부모 안내서(Parent Handbook) 를 읽어보십시오. 

• St. Clare of Assisi Catholic Elementary School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더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알림 
HCDSB 고등학교에 등록된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학년도 중 언제든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면 수업 복귀 신청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학교장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alton Catholic District Schoo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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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Drury Lane  
Burlington, ON   L7R 2Y2 
comments@hcdsb.org 
905-632-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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