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지역교육청은
영어학습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 정규 교육을 잘 받지 못한 학생을 위해 36 개
초등학교 및 14 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문식력 개발 학습 프로그램(Literacy Enrichment
Academic Program - LEAP)
• 번역 및 통역 서비스
• 신규이민자 고등학생에게 초기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4 개 신규이민자 접수 센터(Newcomer
Reception Centre)
• 학업적 성공의 가능성이 미약하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할 수 있는 신규이민자 학생을 위한
제 1 언어 평가(First Language Assessment) –
40 여 개 언어 대상
• 신규이민자 가정 및 학생을 돕기 위한, 학교 상주
온타리오 주 정착상담원과의 협력

내가 우리 아이의 학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녀의 교육에 동참하여
자녀의 성공을 도우십시오:
• 자녀의 학업과 진전에 관해 교사/학교/자녀와
의논하기
• 교사 만나기의 밤(Meet the Teacher Night)과
학부모-교사 면담(Parent Teacher Interview)에
참석하기
• 자녀와 담임교사와 함께 자녀의 성적표에 관해
의논하기

ESL/ELD 지원이란?
대부분의 학생은 캐나다에 처음 올 때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쓸 줄은 알지만 영어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ESL
프로그램은 이런 학생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급우들과 함께 교육과정 및 학교 생활에
전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학습을

• 3 학년, 6 학년 및 9 학년 때 치르는 주정부 교육
평가(EQAO)에 대해 알아보기 (웹사이트:
www.eqao.com)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돕기 –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 자녀의 읽기, 쓰기 및 수학 학습을 돕는 방법에
관한, 15 개 언어로 된 도움말 읽어보기
(웹사이트: www.edu.gov.on.ca/abc123/)
• 자녀를 데리고 거주지 내 토론토 공공도서관
방문하기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자녀의 담임교사: ______________
자녀의 학교: ______________
또는, 토론토 지역교육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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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문식력 개발(English Literacy Development ELD) 지원을 받는 학생은 온타리오 주 내의
학교에 다닐 때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ELD 프로그램은 이런
학생들의 영어 문식력 개발을 돕습니다. 이
학생들은 수학, 사회 등 다양한 과목에서의
학문적 지식도 쌓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어떤

고등학생에게는 어떤

ESL/ELD 지원이

ESL/ELD 지원이

제공되나?

제공되나?

• ESL 학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과 지원이
제공됩니다.
• 학교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음이 제공됩니다:
>신규이민자를 위해 특화된 반일 수업
>영어 학습을 지원하는 현장 ESL 교사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을 돕는 순회
ESL 교사
우리 아이와 대화할 때 계속 모국어를 사용해야
하나?
물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국어 기초가

튼튼한 아동은 학교 및 국제사회에서 더 크게
성공합니다.

영어 능력 및 문식력 개발 수준에 따라 배정되는
5개 ESL 과정 및 5개 ELD 과정(학년별 배정이

ESL/ELD 프로그램의
효과는?
•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여 학업적 성공을
성취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해줍니다

아님)
• 다양한 상황에서 구어 및 문어 영어를 사용하여
ESL 및 ELD 과정은 개방적 과정입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줍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면서도
• 캐나다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계속 들을 수 있음)

정치적 및 문화적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졸업에 필요한 필수 영어 과목 대신 ESL 또는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ELD 과정을 최고 3개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문화, 배경 및 언어를
추가적인 ESL/ELD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선택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조정된 역사, 과학, 직업학, 공민학 및
기타 필수과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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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