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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영국학교의 모든 수업은(외국어 수업은 예외)영어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배움을 즐기고,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영어를 사용해야 하고 나이에 적합한 수업의 이해를 위하여 적절한 레벨의 영어로 
대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분들에게 새 학교로의 전학은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과목 그리고 친숙하지 않은 학교 
생활들로 힘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친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처럼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더욱 어려워 
질것입니다. 만약 학부모님이 다른 어떤 누구와도 대화 할 수 없는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삶이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 동안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필요 할 것입니다.
광저우  영국  학교의  SEALS  프로그램은  학급  친구들과    같이  성공적인  수업을  받기  위하여  영어  실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빠른 언어능력 향상과 
학교생활의 적응, 선생님들 및 학급 친구들 그리고 그 외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상호 교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선생님과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며 영어를 배우는 다른 친구들과 적절히 소통하여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편안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SEALS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급 친구들과 같이 영어로 진행되는 정규수업을 성공적으로 이수 할 수 있는 
수준의 영어실력을 성취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영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녀분이 비난 받아서는 안되며 또한 이것이 자녀분이 총명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님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영어는, 다른 제2외국어와 마찬가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나 또는 
비행기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배워야 할 기술 입니다. 어느 누구도 빌게이츠를 숙련된 피아니스트가 아니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열정이 필요 합니다. 실제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SEALS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을 습득하였으며 아주 높은 수준의 
영어를 구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선배SEALS 학생들이 중등 교육수료증명서(GCSE), A 레벨, 학교에서의 
리더, 그리고 광저우 영국학교와 다양한 공동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영어는 언어일 뿐…..지적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학부모님의 자녀분이 영어 입문과정이거나, 영어학습의 초급 단계이거나, 또는 사교 목적의 영어를 넘어 학업 위주의 
영어로 발전해야 한다면, 저희 SEALS 팀이 학부모님의 자녀분이 학교 생활을 즐기고 모든 수업에서 잠재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언어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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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ing competence in English is a long-term process and students will develop at different rates 
depending on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previous educational experiences, emotional and personal 
motivations, and the level and degree of exposure to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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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S 는 저희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단계의EAL학습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과정입니다. EAL는 “추가적인 
언어로서의 영어”를 의미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언어로서 영어로 말하고 읽고 쓰지않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었으며 
해당 자녀분들의영어 레벨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EAL 지원과 함께 자녀분들의 나이에 적합한 레벨에서의 
정규 수업에서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소지하신 충분한 경험의 
전문선생님들로 진행되며 소규모로 다소 엄격하면서도 친절히 도움을 주는 환경에서 진행됩니다.

모국어로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말하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학급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을 이해하거나 이해 받는 것 또는 과목의 특정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숙제를 적절히 완성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영어 문법에만 열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작문은 아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교적으로 그들은 
영어를 말하는 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친구를 사귀거나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분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SEALS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ALS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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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영국학교에 지원할 때 모든 학생들은 입학평가를 받게 됩니다. 본 평가는 연령에 맞는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필요 영어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EAL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적절한 SEAL 
S 프로그램에 등록될 것입니다.

SEALS 과정동안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EAL진도표를 이용) 진행합니다. 자녀분들은 진도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자녀분이 정규반에서 수업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녀분은 SEALS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정규반에서 수업하며 학급친구들과 사회적이고 학문적인 영어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녀분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레벨과 언어의 목표수준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분들이 영어를 계속해서 향상시키더라도, 고학년으로 진학함에 따라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녀분들의 언어 습득에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자녀분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이유로 유치원 부터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중등과정과 그 이상 
학년에서 SEALS 필요성과EAL 과정 선택은 각 과정과 주요 단계에 따라 크게 바뀌게 됩니다.

EAL 의 필요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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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분들은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모든 학생들은 영어 또는 다른 
모국어와 관계없이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치원 단계에서의 SEALS 프로그램역할은 영어로 이러한 학습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전문 유치원 EAL지도교사가 소규모 자녀분들을 선별하여, 게임, 노래, 그리고 각각의 나이에 적합한 
학습방법을 포함한 신나는 교과과정을 사용하여 자녀분들의 말하기, 듣기, 단어학습 영역을 지도합니다. EAL 부서는 
정규반 선생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새로운 영어 실력으로 무장한 학생들은 학급동료들과 함께 의사소통, 읽기, 쓰기 등의 폭넓은 학습과 또래 친구들의 
영어학습 진도에 맞추어 빠르게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영어사용을 할수 없던 자녀분들이 SEALS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단지 몇 개월 만에 영어로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학교 생활에 활동적으로 참여 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유치원EAL 프로그램을 마친 자녀분들은 학교에서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자녀분들과 함께 자신들의 영어실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됩니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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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자녀분들과 같이, KS1단계에서 학습하는 학생들도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의 성장단계에 있으며, 이는 해당 
나이에서 기본 영어능력을 학습한 자녀분들이 학급 동료들과 유사한 레벨에서 영어학습을 진행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1, 2학년 SEALS 학생들은 헌신적이고 경험 많은KS1 EAL지도교사들과 공들여 계획한 양방향 학습과정을 통하여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의사 소통 영어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과정 지도교사들은 계획한  학습이 잘 전달되고, 자녀분들의 
이해를 돕고, 영어를 사용하고 배울 수 있도록 정규반 선생님들과 함께 협조합니다. 이 과정의 모든 학생들은 파닉스
(문자와 발음)의 이해와 사용, 읽기와 쓰기 뿐만 아니라 인지능력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으로 부터 EAL 의 지원을 받는 자녀분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그후의 단계에서 영어 학습을 통하여 
영어 모국어 수준과 같이 완전히 원활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1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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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고학년(3학년부터6학년) 에서 대부분은 이미 모국어로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을 (일정한 정도에서)배웠을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저학년  자녀분들이  겪는것과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KS2  단계  SEALS  학습  과정의  4가지 핵심교육은  말하기,  듣기,  읽기와  쓰기이며  주요 단어와  문법 사용의  소개와  
병행되어  연습하고  발전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선별한 소규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EAL교사진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기초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유창한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영어 
수준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적합한 레벨의 단어와 쓰기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년령 단계를 대상으로 EAL진도 목표를 개발하였으며 모든 학생이 자신이 필요한 영어 수준으로 상승 
시킬 수있게 확보합니다. 학습 과정에서 각각의 학생들의 필요와 진행사항은 조심스럽게 관찰되고 EAL 선생님들은 
정규반 수업 교사와 협력하여 개개인의 학생들 또는 소규모그룹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고 이에 맞추어 계획된 
학습목표를 통해 교육합니다. SEALS과정 학생은 별도의 가정 숙제가 있게되며( 매주 최고 1회) 그들을 도와 학교에서 
학습한 언어 기능을 이용하게끔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단계의 학생들에 대하여 만약 그전에 영어를 전혀 학습하지 않은 경우, 학교에서는 “빠른 영어 과정”을 제공하며 
학생을 도와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영어 능력을 빨리 습득하게 합니다. 본 과정은 총10주의 시간을 거쳐 진행하며 
매일 1시간 입니다.

KS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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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영국학교의 모든 EAL학생들이SEALS과정에 참가하거나 종료할때 EAL진도표로 평가받습니다. 본 양식은 총 
7레벨의 수순으로 구분되며 교사는 본 양식으로 학생의 영어 학습 진도를 추적하며 학습 목표를 설정합니다. 모든 
SEALS 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부 세부적인 학습 진도가 추적되어 있으며 학습보고서 또는 학부모님 미팅을 통하여 
학부모님과 공유 합니다.

EAL 진도표:

EAL교사와 정규반 수업 교사는 긴밀히 협력하며 수업 시간 관찰, 숙제 및 테스트 결과에 근거하여 본 양식으로 학생이 
해당 연령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영어 능력을 얼마나 습득한지를 평가합니다. 학생이 “언어 학습 보강” 단계에 진입한 후 
EAL 과정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입문

기초

언어 학습을 확장

자신감을 취득

언어 학습을 보강

능력 개발

익숙한 사용자

EAL진도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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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G 과정의 학생들은 정규반수업과 EAL 수업 모두에서 영어입력, 설명, 연습 그리고 사용까지 폭넓은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영어(또는 다른 언어)를 능숙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실 밖에서 가능한 많은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읽기는 실력향상의 기본입니다. 저학년 학생일수록 매일 책을 읽어 주거나 어른과 함께 읽는 것은 언어 능력과 독서를 
취미를 붙일수 잇도록 도와줍니다. 자녀분이 성장할수록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독서든(책, 
신문, 웹사이트등) 자녀분들이 흥미를 가지는 영어도서라면 도움이 됩니다.독서의 가이드 라인과 각 다른 영어 레벨 
목록은 EAL 부서나 학교 독서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KS1단계의 학생들에게  Bugs Club 는 온라인 
도서자료도 제공 합니다.

하지만 읽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녀분들은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서 
언어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것은 언어가 뇌 속에 충분히 인식 되고 학생들이 단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를 의미 합니다. 많은 웹사이트가 있으며 때로는 무료사이트에서 독자적인 영어학습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영어를 자습자를 위한 영국문화 이사회의 영어 학습상담 웹사이트 https://learnenglishkids.
britishcouncil.org/en/ ; Bug Club (https://www.activelearnprimary.co.uk/login 등).이러한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로 책을 읽어 주는것을 들을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읽거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서 어려운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app을iPad를 통하여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의EAL 선생님도 여러분 자녀분의 나이에 적합하고 자녀분들의 학업에 필요한 최신app리스트를 기쁜 마음으로 
제공해 줄 것입니다.

교실 밖에서의 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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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지원은  여러분  자녀들의  언어  실력  향상과  학업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자녀분들의  
학교 학습  참여는  자녀분들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능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자녀분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자녀분들이 읽는 책에 귀 기울여 주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자녀분들의 언어를 배우는 여정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여러분의 모국어가 아니더라도 자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언어를 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업과 생활 모두에서 가능한 많이 언어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다른 이에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연습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분을 
학교 밖에서 가능한 많이 영어에 노출시키는 것이 자녀분들이 언어를 배우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적절한app, 웹사이트, 영어 TV 쇼와 영화들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어가 
유창한 다른 자녀분들과의 놀이와 소통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를 방문하는 등의 다양한 도움들이 EAL 교실 밖에서 
성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SEALS 교육의 성과은  수많은 요소에 따르며 긴 시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독립적인 언어학습자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스스로 영어를 
사용하며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영어의 이해력 향상과 영어 실력의 향상 그리고 영어 학습의 동기 부여 등을 
위하여 영어 사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꾸준히 새로운 학습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AL선생님들은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연습할 방법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기꺼이 상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숨가쁘게 도전해야 하는 사람은 학생 본인입니다. 

자녀분의 영어 학습이 순조롭기를 기원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Shane Leaning
Head of EAL (Primary & Early Years) & Nord Anglia EAL Teaching Fellow
shane.leaning@bsg.org.cn

SEALS을 성공시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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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The British School of Guangzhou
983-3 Tonghe Road, Baiyun District, 
Guangzhou, 510515

Email  
admissions@bsg.org.cn

School Website  
www.bsg.org.cn

General Enquiries 
 +86 (0)20 8709 4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