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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EAL 수업의 필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원서 지원 시 공식적으로 
시험을 치르거나 입학 후 한 달 정도의 기간에 
걸쳐 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EAL 교사들과 담임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말하기, 듣기, 읽기, 문법, 어휘, 발음과 
같은 모든 언어 기술과 체계에 대한 각각의 
학생들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AL 부서로부터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빠져나와 1:1 또는 소규모 그룹 
수업, 수업 중에 EAL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은 영어 정규 커리큘럼 
수업 방식을 따르고 각 학생들의 언어적 요구 
사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각 
학년의 정규 수업 환경에서 학습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적인 차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AL 부서는 추가 영어 보충 수업(EAL)
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전문 영어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은 BIS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 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더욱 폭넓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AL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 
발전과 개발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가정과 학교 간의 협력 
관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실 안과 밖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 
키우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과정을 접하고  효율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본적인 대인관계 의사소통에서 
능숙한 영어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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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부터 6학년의 EAL은  3가지의 ‘Tier 
Level’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Tier 1 단계의 
초보자 과정부터 Tier 3 단계의 더 숙련된 
영어 사용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3 (유치원  3) 학년의 EAL 프로그램은 위의 3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단일 레벨로 
제공됩니다.

F3 Programme

• 일주일에 최대 3시간까지 EAL 전문 
교사와 함께 수업  

• 수업에서 빠져나와서 받는 소규모의 
그룹 수업과 교실 내에서 받는 보조

• 학생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EAL 지원

Year 1-6 Programme

Tier 1
• 일주일에 5시간 이상 EAL 전문 교사와 

함께 수업  
• 수업에서 빠져 나와서 받는 소규모의 그룹 

수업과 교실 내에서 받는 보조
• 학생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EAL 지원

Tier 2
• 일주일에 3시간~5시간 EAL 전문 교사와 

함께 수업  
• 수업에서 빠져나와서 받는 소규모의 그룹 

수업과 교실 내에서 받는 보조
• 학생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EAL 지원

Tier 3 
• 일주일에 최대 3시간까지 EAL 전문 교사와 

함께 수업  
• 수업에서 빠져나와서 받는 소규모의 그룹 

수업과 교실 내에서 받는 보조
• 학생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EAL 지원

Tier levels and Provision 
EAL 레벨은 텀별로 평가되며, 평가에 따라 
같은 레벨에 지속적으로 있거나, 다음 단계로 
이동하거나, EAL 프로그램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EAL 프로그램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학생들이 적절한 언어를 받아들이고 학습 
과정을 완벽히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AL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EAL Tier Decisions

EAL 수업은 추가 학비가 발생하며 학생의 EAL 
단계 레벨에 따라 비용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www.bisvietnam.com
를 참조해 주세요. 
EAL 추가 비용은 EAL 시험 후 정확한 레밸이 
결정되면 BIS 회계부서에서 결제 절차와 비용을 
부모님께 전달드립니다.

EAL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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