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된 영어 언어 발달 프로그램 

CP 영어 교육(CP)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TP(Transitional Program)" 또는 UP(Unity 
Pathways)에서 옮겨온 영어 학습자(EL) 학생들이 ELD(영어 언어 발달)와 SCFFOLDED 
콘텐츠 교육을 통해 ELD(영어 언어 발달) 와 표준 콘텐츠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도록 돕는 것 입니다. 

 

이를 위해 Unity Concord International School은 풍부한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치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린트학습과, 풍부한 문학작품 및 표준 기반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모든 
콘텐츠 분야에 걸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포함한 통합적 영어능력을 배양합니다. 
성실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의 대학진학과 진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표: 

• 영어 학습자가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영어 구사에 능숙하게 함으로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과 동등한 영어 구사를 하도록 보장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보다 높은 수준의 아카데믹 학업 
기준에 달성하도록 보장합니다 .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말하는 동급생들과 영어 학습자들을 
구분하는 성취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영어 
학습자에게 영어 능력 수준과 언어 습득 프로그램의 적절한 학문적 교육을 목표로 지정 영어 
발달 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정된 영어 언어 발달 

유니티 지정 영어 언어 발달 학습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영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법의 일부분입니다. 유니티 지정 영어 언어 발달 
학습은 숙련도 수준 기반 접근법을 목표로 합니다.  

지정된 ELD의 필수 구성 요소: 

•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별 학습 배치. 

• 의미있는 문맥에서 영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한 교육. 

• 정확성과 유창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어연습 강조. 

• 새롭게 가르친 언어를 하루종일 학문적, 사회적 환경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집중. 

• 영어 발달 진행 상황 모니터링. 



 

Frequently Asked Questions: 

1. 이 프로그램은 어떤 등급이 제공되는가 ? 

현재 우리는  6학년부터 계층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년 2학기부터 
3-5학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교사들과 협력하고훈련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프로그램(TP and UP)의 대상 학생은? 

영어 학습자와 각 프로그램의 중간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 

3.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 시험을 치는가? 

학생들은 영어실력을 평가하기위해 (Star 360)과 말하기 시험 (담당 교실 교사에 의해) 를 
치룹니다. 

4.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지침 서비스는 무엇인가? 

 모든 과목들은 학생들의 평가된 영어 능력 수준에서의 (영어 언어 발달) 교육을 
극대화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과학의 차별화된 가르침은 
캘리포니아에서 채택된 표준 기반 자료와 보충 자료를 활용하여 특별히 설계된 영어의 
학문적 가르침을 통해 전달됩니다. 동기 부여, 명확화, 지시 및 설명을 위한 일차 언어 지원은 
학생의 필요성과 직원 및 자료의 가능성에 따라 제공됩니다. 

5. 교실에서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는가? 

 모든 커리큘럼 영역에서 언어 지원과 ELD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6. 누가 CP, TP, UP 영어 강습반을 가르치는가? 

 모든 수업은 자격증, 허가 또는 대체 허가를 받은 교사들에 의해 수업이 진행 됩니다. 
7. 이 프로그램에 아이를 등록하기 위해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모들은 아이들의 반편성 배치를 알게 될 것이지만 이를 위해 특별히 준비 할 것은 
없습니다.   

8. 왜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전문화된 지원은 ESL/EFL 학생 학습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규 영어 수업은 
"평균" 영어 말하기 능력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업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종종 교사들로 하여금 수업 속도를 늦추도록 강요하고, 
영어에 능숙한 학생들에게 전반적인 수업의 흥미 와 집중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학생 또한 지속적으로 상실감을 느낍니다. 학생들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 영어 
실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만이 능력이 향상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ESL 

학생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영어 학습자를 위한 사이트/게임 

 

Free Apps to Support Vocabulary Acquisition by ELLs 

: ELLs에 의한 단어 습득을 지원하는 무료 앱 

http://www.edutopia.org/blog/apps-support-ELL-vocabulary-acquisition-monica-burns 



50 Incredibly Useful Links For Learning & Teaching The English Language 

: 50 영어 학습과 교육에 대단히 유용한 링크 

http://www.teachthought.com/learning/50-incredibly-useful-links-for-ell-educators/  

Elementary Web Sites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 영어 학습자를 위한 요소별 웹 사이트 

http://www.everythingesl.net/inservices/elementary_sites_ells_71638.php 

25 Online Games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 

: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온라인 게임 25개 

http://classroom-aid.com/2012/08/28/25-online-games-for-english-language-lear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