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 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더 많이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합니다: 

-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눈다. 

- 학교의 복합문화 교육상담 

담당자(Multicultural Worker) 

및/또는 정착 

담당자(Settlement 

Worker)와 의논합니다. 

- 자녀의 교육에 우려사항이 

있으면 담임교사와 

면담합니다. 

-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을 

찾아가 학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학교의 

학부모자문위원회(Parent 

Advisory Council, PAC)에 

참석해 다른 학부모들과 

만납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님의 
질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C 주에서 자녀의 학교에 

대하여 더 많이 아는 방법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제도 

표절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글 

및/또는 생각을 자신의 

과제에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칙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런 

정책과 관련한 규칙은 

담당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New Country; New School 
System” 

 
[Korean] 

 
이 간행물은 밴쿠버 교육청 

정착상담사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영어교사들이 밴쿠버 교육청  

복합문화상담사들과 함께 제작한 

시리즈물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가 재정후원하였습니다. 

BC 주 학교에 
대한 정보 



현장학습과 기타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 교육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개인 계획과 가정 생활 교육은 

의무 교과과정입니다. 

체육은 남녀 학생 모두를 위한 

교과과정의 일부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체육 

수업을 받는 학교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학습자에게 

건강한 식생활과 매일 

신체활동을 권합니다. 

영어를 하는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기회(예: 합창단, 

방과 후 활동)를 가지면 언어 

학습과 발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격식을 

차리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아합니다. 다른 교사들은 

격식을 선호합니다. 

 

BC 주 교육: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성, 정서, 지성, 예술성, 체력 계발 또는 발달 촉진 

BC 주 학급에서 학습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그룹 학습과 개별 학습 

– 다른 학생과 교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누기 

– 드라마와 미술 

– 게임 놀이 

– 노래 부르기와 음악 

– 혼자서 또는 그룹으로 
정보 수집하기 

암기는 학습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BC 주 교사들은 학생이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는 데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학교제도 

BC 주의 학교 

학교는 16 세까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학생은 정시에 

등교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숙제는 학교생활의 일부이고 

학생은 교사가 내준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숙제 관련 

소책자를 보십시오. 

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복습과 

예습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