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L FAQs: Korean
	

자주 묻는 질문: 

Vestal 에서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 

질문 1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 서비스는 학구 내 모든 학교에서 제공됩니까 ? 

답 1 아니오. 현재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 서비스는 African Road Elementary, Clayton Avenue 

Elementary, Vestal Hills Elementary, Vestal Middle School 및 Vestal Senior High School 에서만 

제공됩니다 . Glenwood Avenue 또는 Tioga Hills 초등학교에 대한 출석 구역에 거주하고 ENL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은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 학교 중 한 곳으로 배정됩니다 . 

질문 2 Vestal 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됩니까 ? 

답 2 아니오. Vestal 은 현재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 규정에 따라 주어진 

학년에서 동일한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20 명 이상일 경우 학구 별로 이중 언어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현재 Vestal 에는 한 학년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20 명이 넘지 

않습니다. 

질문 3 학구에서는 새로 전학한 영어 학습자 (English Language Learners, ELL) 의 가족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합니까 ? 

답 3 그렇습니다 . 학부모 및 보호자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습니다 . 

한 시간 가량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은 10 월 중 저녁에 제공됩니다 . 9 월 중 학부모 /보호자에게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New Language, ENL) 선생님들이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질문이 있으신 경우 답해 드립니다 .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은 학구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4 학생이 영어 학습자 (ELL) 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 

답 4 뉴욕 주 교육감 (Commissioner of Education) 의 규정 Part 154 에서는 ENL 판단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자녀가 학교에 등록된 후 모든 학부모 /보호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설문조사(a Home Language Questionnaire) 를 작성하게 됩니다 . 설문에 영어가 아닌 언어를 

기재하시는 경우 저희 직원이 학생 및 (가능한 경우 )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개별 면담을 

수행합니다 . 그런다음학생은 뉴욕주 영어 학습자확인 시험 (New York State Identification Test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NYSITELL) 을 치르게 됩니다 . 학생이 특정 제한점수 아래인 경우영어 

학습자로 판단됩니다 . 



              

             

 

              

          

          

          

          

       

         

              

           

     

  

            

         

  

          

            

           

     

           

            

            

       

                

             

          

 

질문 5 자녀가 영어 학습자라고 판단된 후 신규 언어로서의 언어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 

답 5 아니오. 뉴욕 주 규정에 따르면 영어 학습자라고 판단된 모든 학생은 ENL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 6 자녀가 영어 학습자로 판단 (또는 판단할 수 없음 )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답 6 그렇습니다 . 귀하의 자녀가 ELL 이라고 또는 ELL 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재검토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검토는 최근에 검사를 받은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한 통지를 받은지 수업일로 45 일 이내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재검토를 시작하려면 귀하의 자녀 학교의 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 자녀의 

ENL 선생님이 이러한 절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질문 7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 서비스를 마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답 7 주 규정에 따라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통해 ENL 서비스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선택 1) 매년봄에 시행되는 뉴욕 주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 능력 시험 (New York Stat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chievement Test, NYSESLAT) 에서 능숙 (Commanding) 수준의 점수를 받는다 . 

또는 

선택 2) NYSESLAT 에서 확장 (Expanding) 수준의 점수를 받고 3-8 학년 뉴욕 주 영어시험 (York 

State English Language Arts) 에서 3 또는 4 등급의 점수를 받거나 영어 Regents 시험에서 최소 

65 점을 받는다 . 

질문 8 제 자녀가 원어민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습니까 ? 

답 8 그렇습니다 . 모든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정규 

교실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받습니다 .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하루 수업의 일부로서 

정규 교과외에 “독립적인 ” ENL 수업을 받습니다 . 

질문 9 학구에서는 번역된 서신 및 /또는 학부모 상담 시 통역을 제공합니까 ? 

답 9 그렇습니다 . ENL 판단 절차 과정에서 저희는 학부모 /보호자에게 서신 및 구두 의사 소통을 

위해 사용을 원하는 언어를 물어봅니다 . 저희는 학부모 -교사 상담 또는기타중요한 모임을위해 

통역사를 제공합니다 . 자녀의 ENL 선생님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 

질문 10 제 자녀가 비 영어 학습자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과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 

답 10 그렇습니다 . Vestal 학교는 클럽 , 스포츠및 음악그룹을 포함해 폭넓은과외 활동을 

제공합니다 .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Vestal 의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질문 11 저는 자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계속 이용해 대화를 해야 합니까 ? 

답 11 그렇습니다 ! 귀하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족간의 유대감을 

지속해줄 뿐만 아니라 이중 또는 다중 언어 사용자들의 인지적 혜택 및 학업적 성과에 유익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 모국어의 언어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영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모국어로 읽고 쓰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영어로 더 빨리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질문 12 성인을 위한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 수업 , 시민권 수업 미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 

답 12 성인을 위한 제 2 외국어로서의 영어 (ESL) 수업은 Broome-Tioga BOCES 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웹사이트 http://www.btboces.org/ESOL.aspx 를 

방문하십시오 . 또한 미국 시민 협회 (American Civic Association) 는 ESL 수업, 시민권 수업 및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웹사이트 http://www.americancivic.com/을 

방문하십시오 . 

질문 13 제 자녀가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 수업에서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까? 

답 13 그렇습니다 . 학생들은 정기적인 ENL 성적표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 이러한 성적표는 

초등학교에서는 3 학기중 매 학기마다 , 중고등학교에서는 분기별로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 또한 

ENL 선생님이일 년에두번 ELL 에 대한 학부모 상담에 참석합니다 . 또한 추가 질문또는 

우려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녀의 ENL 선생님에게 언제든 문의하십시오 . 

http:http://www.americancivic.com
http://www.btboces.org/ESOL.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