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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 학부보님께: 
  
웨이랜드 공립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웨이랜드는 18개 이상의 다른 언 
어를 사용하는 60명이 넘는 ELL 학생들이 공부하는 다양한 커뮤니티입니다. 
  
이 핸드북은 웨이랜드 공립학교가 ELL (English Language Learner) 학생들에 
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 초등 및 중등 
교육부에서 개발한 규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웨이랜드 공립학교의 ELL 교사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자녀 학교의 ELL 선생님에게 문의하십 
시오. 
  
고등학교- 
Alla Schmidt alla_schmidt@wayland.k12.ma.us 
 
중학교- 
Nicole Caulfield nicole_caulfield@wayland.k12.ma.us 
 
클레이피트 힐 스쿨- 
Virginia Toner virginia_toner@wayland.k12.ma.us 
 
로커 스쿨- 
Amy Behr amy_behr@wayland.k12.ma.us 
 Rita Trotta  rita_trotta@wayland.k12.ma.us 
 
  
해피 할로우 스쿨- 
Alla Schmidt alla_schmidt@wayland.k12.ma.us 
Nicole Caulfield nicole_caulfield@wayland.k12.ma.us 
 
 
 
감사합니다. 
Kristy Hartono 
웨이랜드 공립학교 ELL 코디네이터  
508-358-8601  x6433 
 kristy_hartono@wayland.k12.ma.us 
   
 
 
 



 
 
*ELL이란 무엇인가?* 
  
ELL은 영어 학습자 (English Language Learners)를 말합니다.  ELL 학생은 모 
국어가 주로 영어가 아니며 현재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할 수 아동으로 정의 
됩니다. 
  
각 학생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웨이랜드 공립학교는 ELL 학생들에게 
영어에 능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커리큘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법에 따르면 ELL 학생들은 영어에 능숙해질 
때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LL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들은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교육구는 매사추세츠 주 법에 따라 ELL 서비스가 필요한 학생을 확인해 
야 합니다.  학생들이 웨이랜드 공립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양한 
다양한 언어, 문화 및 배경으로 함께 하면서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교육구 직원은 ELL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에 처음 등록할 때, 학부모 및 보호자는 모국어 설문 조사를 완료해야 합 
니다.  이 서식의 사본은 필요할 경우 학부모 및 보호자의 모국어로 제공됩니 
다.  모국어 설문 조사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밝 
혀지면, ELL 교사가 설문 조사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학생의 영어 실 
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교사는 또한 현재 학생의 첫 테스트를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언어 문제로 인해 학생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추천을 해야 합니다. 
  
ELL 테스트는 4개 영역에서 학생의 영어 실력을 검사합니다.  테스트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입니다.  유치원생은 말하기와 듣기 영역만 테스트 
합니다.  시험은 또한 필요한 수준의 ELL 수업을 결정합니다.  평가가 완료되 
면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자녀가 EL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 
려줍니다.  
  
 
 
 
 
 
 
 



 
 
*ELL 수업* 
  
6개 레벨의 영어 수업이 있습니다. 
            
레벨 1:  입문 
 레벨 2: 초보 
레벨 3: 발전 
레벨 4: 확장 
레벨 5: 가교 
레벨 6: 전환 
  
학생이 적절한 수준의 수업에 배치되면, ELL 교사가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T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급 교사, 문해 발 
달 및 구역 및 주 표준에 따라 주의깊게 조정됩니다.  모든 서적과 학습 자료 
가 영어로 제공되지만, 수업의 커리큘럼 및 프레젠테이션은 영어를 배우는 학 
생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학급 성적표를 받는 것과 동일한 규칙으로 ELL 진행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서비스 거부(opt out)* 
  
학부모 및 보호자는 자녀에 대해 ELL 서비스를 "거부(opt out)"하는 의사를 
웨이랜드 공립학교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서 
명한 서면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웨이랜드 공립학교는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거부(opt out)"하기로 최종 결정 
을 내리기 전에 자녀에게 얼마 동안 ELL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것을 권합 
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거부"를 결정한 경우라 해도, 웨이랜드 공립 
학교는 학생들의 영어 및 학업에 대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전 상황을 계속하여 모니터링합니다.  이 학생이 
발전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될 경우, 교육구는 SEI 교사와 ELL 교사와의 협력 
을 통해 학업적 필요를 채우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LL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학생들은 매사추세츠 초중등 교육부 
에 보고해야 하며, 학생이 종료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거부(opt out)"를 선 
택한 경우에도 의무적인 평가를 통해 매년 평가해야 합니다. 
  
 
 
 



*종료 절차* 
  
ELL 학생이 일련의 정해진 기준 및 평가 결과를 충족할 경우, 해당 교육 팀이 
발전을 검토합니다.  이 검토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 
에 숙달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ELL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 
우, 학생은 _FLEP _(Former Limited English Proficient)로 재분류될 수 있습 
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학생은 ELL을 종료한 후 4년 동안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모니터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LL 학생의 발전에 대한 모니터링은 얼마나 자주 실시됩니까? 
A.  A. 모든 ELL 학생은 매년 1 월 ACCESS를 통해 영어 실력과 콘텐츠 기술을 
      평가받습니다. 
  
Q.  평균적인 학생이 ELL 프로그램을 끝내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A.  이 질문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다 다르고, 
      다양한 배경과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LL 프로그램에서 자녀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ELL 교사 또는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십시오. 
  
Q.  부모는 어떻게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까? 
A.  부모님 및 보호자는 항상 아이들과 함께 큰소리로 읽는 것으로 시작하거 
나 보다 연령이 높은 
      자녀의 경우 가능하다면 영어와 모국어로 된 오디오북을 듣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반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방과 후에 기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LL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wayland.k12.ma.us/cms/One.aspx?portalId=1036435&pageId=21898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