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사람들이 
학교에 있나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학교에 있는 사람들  

   
학교의 교사들: 
 
학교에는 학과목 교사 외에도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받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 ESL/ELL 담당교사 

(ESL/ELL)와/ 또는  영어지원 
쎈터(ELC) 교사  

 
-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교사들입니다.  

 
-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모두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학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실력발달 쎈터(SDC) 교사 
 
- 학습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교사입니다. 

 
-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 ESL/ELL 학생들의 언어발달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주기 위한 
학습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넌-티칭 교육청지원 스태프:  
 
학생들에게 특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을 받은 
교육청 직원들입니다.  
 
1. 특수교육 보조원(SEAs) 
 
- 특수교육 보조원은 특수교육을 

받은 교육청 직원으로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 교사들과 직접 일을 하며 함께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 다소 심각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2. 청소년/가족 담당원 (YFWs) 

 
- 청소년/가족 담당원은 

전문교육을 받고 사회적,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합니다. 

 
- 일반적으로 교실 밖에서 학생과 

그 가족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 학생과 그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며 학교, 교내 활동,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결을 도와 
주기도 합니다.  

 

 

 

  
 
 

“Who are the People in Your 
Child’s School?”  

Secondary 
 

[Korean] 
 
이 간행물은 밴쿠버 교육청 정착상담사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영어교사들이 

밴쿠버 교육청  복합문화상담사들과 함께

제작한 시리즈물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정부와 비씨 주정부가 

재정후원하였습니다. 

 
 

 

 
 

쎄컨더리 학교 
 

 



장래진로 정보 보조원: 
 
어떤 쎄컨더리 학교에는 장래진로 
정보 보조원이 있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 직업훈련과 전문교육에 대하여 

중요한 지식을 갖추고;  
- 여러 종류의 직업과 대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 이력서를 쓰거나 취업 인터뷰 

준비를 도와주고;  
-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와 

취업기회에 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는 도서관을 관장하기 
위한 교육을 대학교에서 추가로 
받은 교사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 학과목 숙제를 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오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 학과의 일부 단원을 단독으로, 
혹은 학급교사와 함께 가르치고;  

- 학생들이 흥미로, 혹은 학업을 
위하여 읽을 도서들을 찾을 때 
도와주며;  

- 도서관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새로운 자료들을 구입하여 
목록에 추가합니다. 

 
 

BC 교육: 사회적 책임감과 아울러 사회성, 감성, 지성, 예술성, 신체발달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카운슬러:        
 
카운슬러들은 상담교사로서 일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서 추가 교육을 
받은 교사들입니다. 규모가 큰 
쎄컨더리 학교에는 여러 명의 
카운슬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학구적 

발달을 도와주고; 
-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 직업, 장래진로, 학업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각 학생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학과목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 전 학년 동안 학생들과의 개별적 
상담을 통하여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붇돋워 
주며;                            

 - 특별한 학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판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 고학년 학생들과 만나서 
학업진전 상황, 관심있는 진로 
선택과 장래 계획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 학생들이 쎄컨더리 학교의 졸업 
요건과, 혹은 대학교 입학 조건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지 이수 
학점들을 확인해 줍니다. 

관리직: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학교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리자, 
혹은 A.O.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 비씨 학교법에* 따른 지침서가 

학교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고;  
- 학교를 운영하고 그 진행절차를 

결정하며;  
-  교사들과 함께 학교 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일하고;  
-  학교의 결정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관리직 보조원: 
 
비서 혹은 관리직 보조원은 교장, 
교감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은: 
- 학교 서류를 다루고 관리하며; 
- 교장, 교감을 도와서 예산 등을 

포함한 학교운영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하고; 

- 전화와 우편물들을 취급하며; 
- 학생이 아프거나 집으로 가야 할 

경우 부모에게 전화하며;  
-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 소책자 비씨 학교법을 참조하세요.  

 

학급교사들은 학교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