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학생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학생과 가족 구성원은 모든 형태의 온라인
학습 및 수업 모델(적응형 및 가상 학교)에서 동기화식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제한 조건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사는 이전에 각 학생의 홈룸 또는 1교시 수업에서 요구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당 학교의 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및 행동 요구 사항
'실시간' 동기화식 교습 및 학습에 참여할 때, 학생 및 가족 구성원은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교육청이 승인한 플랫폼 및 동기화식 학습 도구만 사용합니다.
● 요크 지역 교육청(YRDSB)의 적절한 기술 사용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 일반 교실의 모든 행동 규범은 가상 교실에도 적용되므로 이를 준수합니다. 예:

○ 서로 포용하고, 모두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 원주민 차별, 장애인 차별, 아시아계 차별, 흑인 차별, 반유대주의, 계급 차별,
동성애 혐오, 이슬람 혐오, 성차별, 성전환자 혐오 등 각종 차별 또는 증오 행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인종 차별, 증오, 차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할 경우, 교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교직원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 학생만 동기화식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후견인은 자녀가 학습 플랫폼 또는
디지털 도구에 로그인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학부모께서는
학생이 독립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학부모/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내장 또는 외장 녹음/녹화 장치를 사용하여 Google Meet 또는 Zoom 세션(사진,
음성, 동영상 등)을 녹음/녹화하는 행위.

○ 녹화/녹음, 복사 또는 배포된 자료를 어떤 식으로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에
배포/게시하는 행위.

○ 교사의 명시적인 허가 또는 지시를 받지 않고 어떤 항목(예: 나중에 다시
게시되지 않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 시각 자료)을 사진 또는 스크린샷으로
촬영하는 행위.

○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교사가 제공한 Google Meet 또는 Zoom 세션의 링크를 공유/배포하는 행위.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학, 퇴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기화식 온라인 학습 세션의 녹화

아래 사항을 신중하게 읽고, 동기화식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때 제한 조건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교사는 다음 목적으로 동기화식 온라인 학습 세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a. 학생의 학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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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yrdsb.ca/k-12-online-learning-platforms-google-d2l-and-tools-edsby
http://www.yrdsb.ca/boarddocs/Documents/PP-appropriateuse-194.pdf


b. 학생의 평가 목적
c. 향후 수업용

동기화식 학습 동영상 녹화의 목적, 액세스, 저장 및 보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시간 노트 필기 도우미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필요에 따라 폐쇄 자막 노트의 사본을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과 개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수업 또는 교실 토론 중 언급된 내용이 서면으로 기록됩니다.
○ 이 기록은 학습 플랫폼에 게시되지 않지만,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과 공유됩니다.
○ 이 노트는 개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이를 필요로 하는 학생이 사용하며, 개념 획득
및 실행 기능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당 학교의 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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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yrdsb.ca/about-us/covid-19/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
https://www2.yrdsb.ca/about-us/covid-19/covid-19-frequently-asked-ques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