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내 초등학교



  Year of Birth Placement  
 2014    유치원 
 2013    Grade 1 
 2012    Grade 2 
 2011    Grade 3 
 2010    Grade 4 
 2009    Grade 5 
 2008    Grade 6 
 2007    Grade 7 

학년배정은 일반적으로 출생년도에 따라 지정: 
2019-2020은 다음과 같습니다.



BC 학교내에서 학습이 다른 나라와 어떤면에서 
유사하고 차이가 있는지?

Ø 학습은 다방면으로 습득: 

§ 혼자서 하는 작업 

§ 학급에서 단체 또는 급우와 더불어하는 학습 

§ 학교외 혼자또는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하는 활동들 

§ 현장답사/학습 

§ 작문 

§ 구술 

§ 실험 학습 

§ 개별 또는 단체 놀이 



Kindergarten 

Ø  종일 프로그램 

Ø  놀이 중심 학습 

• 탐험, 발견, 호기심 장려

• 문제해결 능력, 사회성 지도

Ø  사회성 개발과 기본개념학습에 촛점을 맞춘 교육지향 



Ø  교과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을 이용한 테마 위주의 학습  

Ø  구술과 단어학습에 주력[30-60%] 

Ø  한분의 담임지도하에 학습 

Ø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5개의 영역에 걸친 개발에 촛점:  

      - 지적 

          - 육체적 

             - 사회적 

               - 미적 

                  - 정서적 

1-3 학년 (Primary)



4-7학년 (Intermediate) 

Ø  담임과 그이외 다른 교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Ø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하나 이것만이 교육자료는 아닙니다. 

Ø  독해, 작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Ø  구술과 단체 작업도 여전히 중시여기며 

Ø  학생들 자신은 그들의 학습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대됩니다. 

 



두 학년이 있는 반에 편성되는 이유는? 

Ø  학급 정원을 고려하고 

Ø  한 학급을 편성하기에 학생 수가 불충분한 경우 비용절감 차원에서 두 학년을 합
반하는데 이는 초등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Ø  일부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학년 합반으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Ø  Combined이나 split반이라 불리는 이 합반들은 한 교사가 두 교과과정, 즉 두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반들입니다. 

Ø  Combined반의 학생들은 학년에 맞는 적절한 학습결과를 나을 수 있도록 지도
됩니다. 



Please Note 

Ø 모든 학급에서는 합반이던 그렇지 않던 성장단계, 능력 그리고 재능의 수
준이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  교사들은 각 학생들의 필요, 관심, 능력에 따라 개별화된 지도 학
습이 이루어지도록 힘씁니다. 



이러한 합반의 장점은? 

Ø  학생들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지도력과 멘토링기술을 획득할 기
회를 갖으며 

Ø  학년간의 친구관계를 형성하도록 장려되어 사회성 증진을 도모합
니다. 

Ø  학생들은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하고 

Ø  더 폭 넓은 경험을 쌓게됩니다. 



숙제가 주어지는지? 
숙제의 목적은 무엇이고 분량은 어느 정도 되
는지?  

Ø 숙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다음날 학습에 대비하기 위해 

• 복습효과를 얻기 위해 

• 읽기와 작문을 향상시키기위해 

• 단어학습을 촉진하기위해 

• 혼자와 소그룹으로 일하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 



Ø 숙제의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급내에서 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 짓기 
• 조용히 또는 큰 소리로 책을 읽기 
• 특정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학습하는 주제에 관한 정
보를 인터넷을 통해 더 찾아보는 것 

• 쓰기 
• 급우와 함께 하는 프로젝트 
•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얻는 것 
-  숙제 분량은 문교부에서 지정하며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주어집니다. 

 
 
 
 

숙제 



자녀들이 영어 도움을 받는지?  

 

Ø   영어보조지원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  소그룹[학급밖에서] 

•  학급내에서 지원 

•  학교/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 

 

Ø   지원 규모는 학생의 영어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Ø   ELL 교사나 담임들은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서로 
협조합니다.  

 

 



어느 정도의 ELL지원이 필요한가? 
 

Ø 기본 영어회화실력은 2년 정도 걸리고 

Ø 다른 언어로 학문적으로 능숙해지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Ø 교과서의 언어들을 습득하는데는 간혹 7년 정도까지도 소요되곤 합니

다. 

                                       7 Years 

                                                         

 

 
 





우리 자녀들은 성적표를 받는가 ? 
그럼 성적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Ø  학생들은 일년에 3번 성적표를 받습니다.  

Ø  성적표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받지는 않는데 

Ø  K-3학년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지 않고 

Ø  4-7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성적표가 제공되지만 

Ø  그들 중 영어실력이 부족하거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성적표롤 받지 않습니다. 
 
 
 



성적은 학생들의 다음과 같은  학습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Ø  참여도- 발표, 질문 

Ø  수업시간내 학습과 과제들 

Ø  비정규 퀴즈 

Ø  정규 시험 

Ø  학생들의 일상적인 작품들 

Ø  프로젝트 

Ø  숙제 

Ø  단체 웍 



 영어 학습에 유용한 웹싸이트 
 
http://www.vpl.ca/electronic_databases/
cat/C88 
 
http://www.starfall.com/ 
 
http://www.vocabulary.co.il/ 
 
http://learnenglishkids.britishcouncil.org/
en/ 



TumbleBook Library 
Ø  Read e-books 
 

 



Online Resources: 

Tumblebooks:  Telus TV channel 88 
http://www.vpl.ca/electronic_databases/cat/C88   
You will need a Vancouver Public Library card to sign in. 

 

 

 



Vancouver School Board: Webcat Library Catalogue 
http://webcat.vsb.bc.ca 
 

 
 
 

 
 

You will need to ask your school librarian for the: 
 
Username: 
Pass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