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과 답변 

 

영어를 잘할 줄 모르는 부모가 
자녀의 교사와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복합문화 교육상담 

담당자(Multicultural Liaison 

Worker) 및/또는 교내 정착 

담당자(Settlement Workers in 

Schools)는 교육위원회에서 

채용한 다문화 담당 직원입니다. 

이 직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교사와 만날 약속을 

하고 함께 가십시오. 약속 시에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지 이민자 봉사단체에도 도울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 학부모의 밤(Parents’ Nights), 

학부모-교사 회의(Parent-

Teacher Conference), 학교가 

주관하는 기타 행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런 행사에는 

다문화 담당 직원들이 나와 있어 

학부모님들의 질문과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학부모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Parent Questions and 
Answers” 

 
[Korean] 

 
이 간행물은 밴쿠버 교육청 

정착상담사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영어교사들이 밴쿠버 교육청  

복합문화상담사들과 함께 제작한 

시리즈물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가 재정후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ESL/ELL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영어가 충분하지 않아 
학년별 학력 기대 수준에 
미치지 않는 학생은 
ESL/ELL 도움을 받습니다. 

- ESL/ELL 교사는 영어와 
더불어 학생이 앞으로 
배우게 될 학문 과정의 전문 
어휘도 가르칩니다. 

-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까지 
2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교과서 수준의 영어를 
익히려면 5 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이 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정규 학과 영어로 수업하는 
학생은 이미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아이가 체육(PE)과 

예능(Fine Arts)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 체육과 예능은 교육부가 
정한 의무 과정입니다. 

- 연구에 따르면 음악을 
배우고 체력이 좋은 학생이 
학업 성적이 더 좋다고 
합니다. 

- 학생은 영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과 능력을 
과시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 BC 주 학교는 학문 
분야만이 아닌 전 영역에서 
전인교육을 시행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이에게 숙제를 더 

내주지 않나요? 

- 숙제에 관한 소책자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학교가 
가장 좋은가요? 

- 자녀에게 ‘가장 좋은’ 학교는 
친구들을 동네에서 쉽게 
사귈 수 있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입니다. 

 

정시에 등교하지 않으면 어떤 

점이 안 좋은가요? 

- 학생이 수업 내용과 숙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학교 활동에 관한 
중요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생들과 교사에게 
실례가 됩니다. 

- 정시 등교는 장차 정시  
출근을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이는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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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