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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터 학습 지원 프로그램 (TUTOR LEARNING 

INITIATIVE): 학부모, 보호자 및 가족들을 위한 

정보 

이 정보는 2021학년도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공되는 튜터 학습 지원 프로그램 (Tutor Learning 

Initiative)에 대해 학부모, 보호자 및 가디언에게 알리는 정보입니다.  

2020학년도는 호주 전역 학교 공동체에게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많은 빅토리아주 학생들은 올해 2학기와 3학기의 대부분을 원격식으로 공부했으며, 빅토리아 

학교와 학교 공동체는 이 기간 중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놀라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학기 중 빅토리아주 학교들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웰빙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학교 

현장 학습에 다시 적응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교실내 관찰과 평가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평가에도 초점을 두었으며, 개별적인 학습자의 학습 부진 사항과 추가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파악했습니다.  

학생들마다 원격 학습 체험이 달랐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해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습 성과가 

뛰어났던 반면, 일부 학생들은 원격 학습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 

2021학년도에 제공될 우수한 정규 학교 교육을 통해 기대 수준의 교육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에게는 2021학년도 추가적인 집중 학습 지원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에 부응하여, 빅토리아 정부는 추가적인 학습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2021학년도에 빅토리아 일선 학교들이 4,100명의 교사들을 튜터로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튜터 학습 지원 프로그램 (Tutor Learning Initiative)을 실시하고자 2억 5천만달러의 

예산을 투자합니다. 일선 학교들은 이 프로그램이 재학생들에게 최선의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게 되며, 학교내 교육 및 기타 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학습 지원을 제공할 교사들을 추가로 고용함으로써, 

일반 과목 담당 교사들은 일반 학생들의 학업 성취, 참여 및 웰빙이 충족되도록 초점을 둘 수 있어서, 

2021학년도에는 모든 학생들은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튜터 학습 지원 프로그램 (Tutor Learning Initiative)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해당 학교에서 개별적인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는 

2021학년도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발표될 것입니다.  

4학기 중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원격 교육의 체험 및 학교 현장 학습의 복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원격 교육 또는 학교 복귀와 관련 자녀의 학습 참여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있으시면,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