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정보
참고: 로랜드 학군에 새로 입학한
영어 습득자는 가주 영어실력 고사
(CELDT)의 결과에 따라 반이 배치
됩니다.
첫해가
지나면
영어
습득자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반 배치가 됩니다. (예: ELD
복합평가, ELD 반과 중요 학과의
성적/점수, CELDT 평가 결과,
교사의 판단및 학부모의 견해)

로랜드 통합 교육국

로랜드 통합 교육국

학과의 특별 프로젝트/문

1830 S. Nogales St.
Rowland Heights, CA 91748
Phone: (626) 854-8390
Fax: (626) 854-8391

중고등학교(Secondary)
영어 습득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선택

위원회 비젼: 로랜드 통합 교육구는
최상만을 기대하고 수용하며 이의 활성
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가주 에서
최우수의 학군이 되고자 교육구 전체가
다함께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 니다.

사명:

학문으로 단결된 진취적이고
국제적인 공동체인 로랜드 교육구의 사명은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그들
개개인이 독특한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엄격한 학문, 최신 기술의 혁신적인 사용,
창조적인 탐험, 그리고 학습 경험의 양성을
통해 이를 세계화된 사회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영어
습득자(ELs)는
영어가
모국어 가 아닌 학생들을 일컫는
것 입니 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학생의 부모라면 이 안내서의
내용이 자녀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 선택 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Korean

중고등학교 영어 습득자를 위한 프로그램 선택
학부모가 알아야 할것은
입학후, 영어가 제 1 언어가 아닌 학생
에게는 영어 실력을 알아보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영어가 제 2 언어인 학생은
영어반의 5 단계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
다: 기초, 중급 초, 중급, 고급 초, 고급반.
영어실력에 따라 학교는 프로그램 편성
을 권고합니다. 시험 결과와 프로그램
편성 권고를 학부모께 알리게 됩니다. 이
자료를 검토하신후 학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의 프로그램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협력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
다.

영어 집중반(SEI)
SEI 는 영어 실력이 초급에서 중급 단계의 영어
습득자를 위한 반입니다


수업은 학과 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한 지도방법을 통한 영어로 진행됨.
모국어 보조와 교제가 사용될수도 있음.



학생은 매일 1 시간 또는 2 시간의 영어
향상을 위한 집중 수업 (ELD) 을 받음.



학생은 1 년정도 또는 타당한 수준(영어
언어 실력 고급 초단계)의 영어실력에 도달
될때 까지 이 프로그램에 있게 됨

학부모/보호자 요청에 따른 일반 정규
수업
이는 영어실력이 타당한 수준에 미달된
영어습득 학생중 학부모가 일반 정규 수업
배치를 요청할 경우 적용됩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됨.
학생은 매일 1 시간 또는 2 시간의 영어
향상을 위한 집중 수업 (ELD) 을 받음.

이 요청을 실시하기 위해 영어 습득
학생이 일반 정규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원하는 학부모/보호자 요청서에 반드시
서명 하여야 함.

대안/이중언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선택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됩니다:


영어 집중반(SEI)



영어실력이 일정 기준에 도달된 후
정규 수업



학부모/보호자 요청에 따른 정규
수업



대안 (이중언어) 프로그램

이 안내서는 각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 교장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타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 후 일반
정규 수업 배치
중급 단계의 영어 실력에 도달된 영어 습득 학생
은 일반 정규 프로그램에 배치됩니다.




정규 수업을 받는 동안 학생들은 언어및 학과
공부에 부족한점을 보충하는 특별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음.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SDAIE 영어반에서
매일 ELD 수업을 받음.



핵심 과목중 한가지 이상(수학, 과학,
사회)은 모국어로 수업함.
한시간 수업의 모국어 언어공부가 제공 됨.



학생은 매일 1 시간 또는 2 시간의 영어 향상
을 위한 집중 수업 (ELD) 을 받음.



자녀를 이중언어 프로그램로 배치하기 위해
학부모는 이적 요청서(waiver)에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함.

각 학변별 20 명 이상의 영어습득학생이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학부모들의 이적 요청이
있을시 학교는 이를 제공할것입니다.
2010 년 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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