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어를 사용한 교육: 미래를 위한 선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제1교육구 관할 학교에 자녀를 등록했습니다. 이는 귀 자녀가 
캐나다의 2개 공용어를 배우도록 할 뿐만 아니라, 뉴브런즈윅 주의 아카디아계 및 프랑스계 지역사회
의 일부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프랑스계 학교에 다님으로써 귀 자녀는 프랑스어를 사용한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한편, 교실 
및 과외활동 환경에서 각종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목적은 프랑스어를 사용한 공공교육 체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여러분이 새
로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유용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제1교육구 팀  

제1교육구 교육감의 메시지 
저희 제1교육구는 저희 교육구에 속한 모든 학생에게 세계개방적이고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자녀의 교육에 동참하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귀 자녀의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에 적극 동참하십
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다른 가정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
습니다. 여러분이 머지않아 아카디아계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지 알게 되고, 하루빨
리 이 아름답고 포용적이며 역동적인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어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1교육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교육감 Diane Albert-Ouellette  

CAFI 소장의 메시지
뉴브런즈윅 주 남동부 지역 이민자를 환영하고 지원하는 프랑스계 지역사회 봉사기관 CAFI는 이 Wel-
come to School! 키트를 배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하게 될 캐나다의 
학교 체계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이 도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키트를 끝까지 한 번 읽어본 후 나
중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CAFI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민자가 뉴브런즈윅 주 남동부 지역에 완전히 융합되도록 하는 일에 전
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지역에서의 정착과 지역사회에의 융합에 관한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여러분을 돕고 안내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 CAFI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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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
본 가이드는 제1교육구와, 뉴브런즈윅 주 남동부 지역 이민자를 
환영하고 지원하는 프랑스계 지역사회 봉사기관인 CAFI의 협력으
로 제작되었습니다.

2009-2010년에 실시된 일련의 자문에서 전문지식을 제공해주
신 이민자 부모, 학교 교직원 및 여러 협력자에게 감사를 표합니
다. 자문위원회도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본 가이드의 내용을 검토
해주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urédah Allogho-Mbungu, École L’Odyssée 졸업생

• Awa Niang Ba, École L’Odyssée 이민자 학부모

• Aïcha Benimmas, Université de Moncton 강사 겸 연구원

• Jean Codjo, École L’Odyssée 신입생 접수 담당 교사

• Lynn Doucet-Vautour, École L’Odyssée 부교장

• Pauline Gaudet, 제1교육구 자료교육 지도사

• Francine Gaumont,  CAFI 인턴 사회복지사

• Claudette Lavigne, 제1교육구 교육장

• Marie-Noël Ross, École Saint-Henri 부교장

• Christiane Runumyi, École St-Henri 신입생 접수 담당 교사

• Lucile Taillieu, CAFI 전무이사
 
이 밖에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준 제1교육구 이민자 멘토 Mélanie Boudreau, CAFI 가정-학교 연락관 
Isabelle Lavoie,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등에도 감사를 표합니다.



제1교육구의 역할  
각 교육구에는 지역교육위원회(district education council - DEC)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 교육구의 정책 및 우선 사항 수립

• 교육구 및 관할 학교의 행정적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DEC는 공개 선출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는 그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학교후원위원회(parent school support committee - PSSC)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회가 구성되어 학교의 각종 시책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1교육구의 사명 
제1교육구의 사명은 “학생들이 아카디아계 및 프랑스계  
지역사회와 21세기 사회에 생산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프랑스어 사용자로서 번영하는 데 필요한 언어, 수학,  
과학, 사회적 및 문화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사일정표 
총 195일 간의 학년의 일부로서 9월부터 6월까지  
수업이 실시됩니다. 매년 6월에 다음 학년도  
학사일정표가 학부모에게 배포됩니다. 학사일정표에  
다음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교합니다: 

• 법정공휴일, 크리스마스 휴가, 봄방학

• 학부모-교사 면담 및 교무회의가 있는 날

• 교무회의일 / 행정직원의 날 / AEFNB 
(Association des enseignantes et des  
enseignants francophones  
du Nouveau-Brunswick - 뉴브런즈윅 주  
프랑스어교사협회) 회의일

뉴브런즈윅 주의 교육 



뉴브런즈윅 주의 교육 

캐나다에서 교육은 각 주정부의 책임입니다. 뉴브런즈윅 주에서는 교
육및유년기개발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 DEECD)가 학교 교과과정 수립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2개 공용어를 사용하는 주인 
뉴브런즈윅 주의 교육및유년기개발부는 서로 대등하면서도 독립적인 
2개 체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 사용 부문 및 영어 사용 부
문 학교 교육은 만 5세(12월 31일 기준)에서 만 18세 또는 졸업 전(
만 21세 상한)의 아동에 대해 의무적입니다.

학교는 2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 8학년

고등학교: 9 - 12학년

제1교육구 
제1교육구는 뉴브런즈 윅 주 내 5개 프랑스계 교육구 중 하나입니다. 
아래 지도에 표시되어 있듯이 저희 교육구는 뉴브런즈윅 주 남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뉴브런즈윅 주 프랑스계 교육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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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교육구는 6개 지역의 15개 학교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오로목토, 멍크턴, 세인트존, 프레더릭
턴, 디에프 및 멤람쿡.

제3교육구
에드먼드스턴

제5교육구
캠벨턴 제9교육구

트라카디-실라

제1교육구 
디에프

제11교육구
리치벅토



학교 등록 

부모 또는 보호자(가디언)는 자신이 보살피고 있는 아동을 학교에 등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몇몇 
지역에는 CAFI처럼 등록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신규이민자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1. 여러분의 거
주지에 해당되는 학교 외의 학교에 자녀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구 교육감실의 승인
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승인될 경우, 학교가 여러분의 거주지 외에 소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의 통학을 책임지게 됩니다.

자녀를 학교에 등록할 때 학교장을 만나보게 됩니다. 이때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을 동반하여 
학교장을 만나야 하며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보건 기록)

• 자녀의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이민 신분이 표시된 공식 문서의 사본

•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기타 문서의 사본(성적표, 여권, 출생증명서 등)

 
추가 정보 

각 학교의 연락처 정보를 보려면 제1교육구 웹사이트 www.choisirlesucces.ca를 방문하십시오.

학교 방문 

귀 자녀가 다닐 학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개학 며칠 전에 학교에서 학교 방문의 날을 마련합
니다. 여러분과 자녀, 학교장, 최근에 온 다른 가정들이 함께 학교를 둘러보게 됩니다. 이때 궁금
한 것을 물어보고 교직원을 만나볼 기회가 있습니다.
 1    해당 지역 내 신규이민자 지원 기관을 찾아보려면 본 가이드 ‘부록’에서 기관 목록을 참고하십시오. 
2 제1교육구 교육감을 만나게 될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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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수료  

한 해 동안 제공되는 각종 문화 및 교육 활동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녀를 등록할 때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계획된 활동의 종
류에 따라 1인당 $30-50 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여 이 문
제에 대해 상의하십시오. 

 
교육적 배치
귀 자녀는 등록 후 며칠 내에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평가는 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
교는 귀 자녀를 가장 적합한 학년에 배치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합니다. 학생의 통합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직원이 학부모 및 아동
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되도록 자녀가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의 성적표를 
가져오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교사가 자녀의 
현재까지의 학업적 성취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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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과정

초등학교 과목  

초등학교 교육 체계는 뉴브런즈윅 주 교육및유년기개발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
공되어야 할 다양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어, 사회, 예
술 교육(미술 및 음악 등), 자기 개발 및 사회적 개발, 체육, 수학, 과학, 기술, ESL. 멍크턴, 디에프, 
프레더릭턴 및 멤람쿡 지역은 5학년에 ESL 수업이 시작되며 오로목토 지역은 3학년, 세인트존 지역
은 4학년에 시작됩니다.

학교 교과과정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교육및유년기개발부 웹사이트 www.gnb.ca/0000을 방문하거
나 해당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학교 교과과정

고등학교 과목   

고등학교 교육 체계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년인 9학년을 제외하고 10학년부터 12학
년까지 총 30학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각 과정은 총 93.5시간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1학점에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과정은 학기제로 운영되며(93.5시간 = 1학점), 그 나머
지 과정은 학년제로 운영됩니다(187시간 = 2학점). 각 과정을 수료하려면 5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
다. 뉴브런즈윅 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려면 총 24학점(필수과목 17학점, 선택과목 7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학교 과목  

• 필수 5학점 
 • 프랑스어 10231 또는 10232(1년 과정 = 2학점) 
 • 프랑스어 10331* 또는 10332(1년 과정 = 2학점) 
 • 프랑스어 10411 또는 10412(1학기 과정 = 1학점)

* 프랑스어 과정 10331에 대한 뉴브런즈윅 주 시험에서 85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프랑스어 과정 10411 대신 다른 프
랑스어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제2언어 및 외국어

• 필수 2학점 
 • 영어 21211* 또는 22211*(1학기 과정 = 1학점) 
 • 영어 21311* 또는 22311(1학기 과정 = 1학점)
* 영어 과정 21211 및 22211에 대해 실시되는 언어 인터뷰에서 고급 판정을 받은 학생은 영어 과정 21311 또는 22311 
대신 다른 영어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수학  

• 필수 3학점 
 • 수학 30231* 또는 30232*(1년 과정 = 2학점) 
 • 수학 30311 또는 30312(1학기 과정 = 1학점)

과학 및 기술  

• 필수 3학점 
 • 과학 50211 또는 50212(1학기 과정 = 1학점) 
 • 1개 기술 과정(1학기 과정 = 1학점) 
 • 다음 과정 중 1학점: 생물 53411/53412, 물리 51311/51312, 화학 52311/52312,  
     환경과학 54411, 천문학 55411 및 과학 50312(1학기 과정 = 1학점).

사회  

• 필수 2학점 
 • 세계사 42211 또는 42212(1학기 과정 = 1학점) 
 • 국사 42311 또는 42312(1학기 과정 = 1학점)

자기 개발  
• 필수 2학점 
 • 자기 개발 및 사회적 개발 74211(1학기 과정 = 1학점) 
 • 체육 71211(1학기 과정 = 1학점) 

귀 자녀는 또한 선택 과정에 등록할 기회도 있습니다.  
귀 자녀의 과정 선택에 관해 의문이 있으면 해당 학교 학교장 또는 상담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학교 체계 비교   

다음은 캐나다의 학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나라의 학교 체계를 비교한 것입니다.총 30학점으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뉴브런즈윅 주에서는 만 5세에 유치원에 취학합니다. 
2. PS: 고등교육(종합대학, 전문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

국가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1

(교육구)

프랑스계
(학교)

독일

벨기에
(교육구)

스위스
(주)

최소 연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2 3 4 5 6 7 8 9 10 11 12 PS2 PS

 초등학교 고등학교  PS

 CP CE1 CE2 CM1 CM2 6e 5e 4e 3e 2e 1ère T PS PS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PS

 1 2 3 4 5 6 7 8 9 10 11 12 PS2 PS

 Grundschule(초등학교) Gymnasium 또는 Gesamtschule(고등학교) PS
 *6학년까지 있을 경우도 있음 * 기타 학교 과정도 있음

 1ère 2e 3e 4e 5e 6e 1ère 2e 3e 4e 5e 6e PS PS

 초등학교 고등학교 PS

 1ère 2e 3e 4e 5e 6e 1ère 2e 3e 1ère 2e 3e PS PS

 Primaire 전환 과정 Sec. degré 1 Sec. degré 2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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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용품

초등학교에서는 매 학년마다 귀 자녀가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 명세 목록을 배부합니다. 고등학교에
서는 개학 후 며칠 동안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필요한 학용품을 알려줍니다. 학용품은 거의 모든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용품을 분실했을 때 되찾을 수 있도록 학용품에 자녀의 성명
을 표기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워지지 않는 유성 마커로 쓰십시오.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과서가 배부됩니다. 이 교과서는 학교 소유물로서 학생들에
게 대여되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 말에(고등학교는 각 과정이 끝날 때) 처음 배부
될 때와 똑같은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과외활동 

교직원은 학생들이 즐겁게 놀면서 사교 네트워크를 넓히는 한편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해 수업 중이나 방과 후에 다양한 과외활동을 계획합니다(스포츠, 연극, 즉흥 활동 등). 학생은 학
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외활동에서도 동일한 행동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학교는 과외활동을 위
한 재정적 기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초등학생 학부모는 자녀가 과외활동에 참여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외활동이 학교 
수업일에 실시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과외활동이 방과 후에 실시될 경우에는 학
부모 여러분이 자녀의 교통편을 책임져야 합니다. 



복장 

귀 자녀는 품위, 청결 및 일반적 학교 요건과 관련하여 적합
한 복장을 하고 학교에 와야 합니다. 학생들은 자주 오전, 정
오 및 오후에 실외에서 활동합니다. 자녀의 안락을 위해 날씨
에 적합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 겨울철:  
동복(상의 및 하의), 모자, 장갑, 목도리, 방한화 

  
 
* 비 오는 날:  
비옷, 또는 우산 및 장화(방수)

 
 * 맑은 날:  
햇빛을 막아주는 가벼운 옷, 여름용 모자 및 선크림 학생이. 혼자 선크림을 바를 수 없을 경우, 학
교에 오기 전에 부모가 미리 발라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체육:  
티셔츠, 반바지, 체육복, 운동화 및 탈취제(10대 학생의 경우) 

모든 학생에게 사물 보관 공간이 제공됩니다. 초등학생은 학교에 보관할 수 있는 갈아입을 옷(실내
용)을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로커가 제공됩니다.

 

냄새 없는 환경 

많은 사람이 특정 냄새에 대해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무취’ 
정책을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서 개인위생을 잘 유지하고, 향수 사용을 
피하고, 무향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향 제품은 유향 제품과 그 효과가 똑같으며 잡화
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 조언
 매일 자녀에게 날씨에 적합한 복장을 입히는 방
법을 알아보려면 관내 라디오 방송을 듣거나 텔
레비전에서 ‘The Weather Network’ 채널을 보
십시오.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Canada)도 최신 일
기예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화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프레더릭턴, 오로목토: 
    451-6001

• 멍크턴, 디에프, 멤람쿡: 
    851-6610

 • 세인트존 지역: 
    636-4991

인터넷이 있을 경우 웹사이트  
www.theweathernetwork.com 또는  
www.ec.gc.ca를 방문하여 일기예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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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 집에서 할 학교 공부를 가져
올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가 숙제를 
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숙제에 관한 조언 

다음은 귀 자녀가 숙제에 들이는 시간에 대한 몇 가지 조
언입니다. 

준비: 

숙제를 할 때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용하
고 환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한 숙제를 하
는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정한 규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도록 하십시오(연필, 종이, 사전 등).

실용적 조언
프랑스어 사용 학교 1-12학년생의 숙제를 돕기 위
한 ‘SOS DEVOIRS(‘SOS HOMEWORK’)’라는 온라
인 및 전화 서비스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정 과목
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
하여 여러분과 귀 자녀는 교사와 교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1-866-627-0609

운영 시간: 오후 4:30 – 오후 10:00

웹사이트: www.sosdevoirs.org(웹사이트에서 사
용자 등록을 해야 함)

CAFI도 숙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 신규
이민자 지원 기관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려면 거주지 내 관련 기관
에 문의하십시오.



학교에서 

숙제를 할 동안:

일반적으로 자녀가 혼자 숙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숙제를 하고 난 후:

자녀가 숙제를 끝내면 숙제를 완전히 끝냈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숙제의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
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숙제를 일부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이유
를 알아보십시오. 원하면 그 다음날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 
숙제와 관련된 어려움에 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모든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갈 때는 조용
히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등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관심이 있는 책을 읽
거나 수업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학생 플래너에 기재된 정보

해마다 귀 자녀에게 중요한 행사와 숙제를 기록하는 플래너가 지급됩니다. 이 플래너에는 자녀의 수업시간
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여러 가지 유용한 조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명회 

새 학년이 시작될 때마다 학교에서 특정일 저녁에 설명회가 열립니다. 이 설명회는 학부모에게 교사들을 
만나보고, 학교 운영 방식을 알아보고, 새 학년을 위해 수립된 교과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의
모든 수업이 매주 수요일에는 한 시
간 일찍 끝납니다. 그러므로 귀 자
녀는 집이나 탁아소에 한 시간 일
찍 오게 됩니다. 이 방침은 모든 학
생의 성공적 학업에 최대한의 영향
을 줄 수 있도록 교육구 내 교직원
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
한 것입니다.



학부모-교사 면담 

여러분은 자녀의 강점과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수 있도록 매년 두 번씩 학부모-교사  
면담에 초대됩니다(날짜는 학사일정표에 표시되어 있음).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시간을 정하여 교사를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의 이 면담은 자녀의  
담임교사를 직접 만나보고, 자녀의 학습 진전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기 중에 자녀의 교육에 관해 교직원 또는 행정직원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담하는 것은 모든 학부모의 권리입니다.

성적표  

초등학생(유치원-7학년)은 매년 세 번 상세한 성적표를 받습니다. 성적표에는  
기대 학습 성과에 대비한 각 아동의 성취도에 관한 정보와 아동의 강점 및 약점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적은 A에서 D까지의 글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에서 성적표에 사용되는 평가 기준입니다:

A – 우수(Excellent) 학생이 모든 평가 요소에 대해 우수한 이해를 나타냅니다.

B – 양호(Good)  학생이 대부분의 평가 요소에 대해 양호한 이해를 나타냅니다.

C – 보통(Satisfactory) 학생이 평가 요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나타내지만, 몇몇 분야에서 과 
     정을 수료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D – 부족(Needs Improvement) 학생이 해당 과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 
     추지 못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될 때 초등학교 성적표라는 제목의 팸플릿이 학부모에게 배포됩니다. 이 팸플릿에는 
성적표가 발급될 때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유용한 조언이 들어 있습니다.

8학년부터는 숫자로 표시된 성적표가 매년 네 번 발급됩니다. 이 성적표에는 점수로 표시된 성적과 
더불어 각 과목에서의 학생의 성취도에 관한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적극적 참여  

캐나다의 학교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 생활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는 여러분의 사교 네트워크를 형성해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 생활
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여러분
에게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쉬는 시간에 학생들의 읽기 등
을 도와줄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학교에 문의하거나 자녀의 담임교사와 의논
하십시오.

많은 학교가 해마다 견학을 계획합니다. 교사들은 이러한 특별활동을 조
직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의 도움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학교에서 조직
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자녀의 교육을 지원
하는 한편 다른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나라에서 잘 생활하고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 생
활을 열심히 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 및 보호자는 학생
의 학업적 성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 자녀는 어려움에 처
했을 경우 여러분의 지원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학
생, 교사 및 지역사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
요합니다.

실용적 조언
 
아동은 유년기 때부터 다음과 같이  
가르쳐야 합니다:
 .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옆에 있지 않은 한 낯선 사 
    람과 이야기하지 않는다
 .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는다
 . 낯선 사람에게서 사탕이나 선물을 받지 않는다

아동은 항상: 
 . 되도록 무리를 지어 걸어가야 합니다
 . 자신의 성과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자신의 집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성과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 비상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 비상시 911로 전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의 품행 

귀 자녀의 담임교사는 해마다 학생들과 함께 교실 규칙을 정합니다.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존중과 비폭력의 개념은 캐나다 내  
어디에서나 그렇듯 학교에서도 중요합니다. 교직원들은  
교내에서 위협, 차별, 괴롭힘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귀 자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담임교사와 상담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장과 상담해야  
합니다. 

THE LINK 프로그램 

6-12학년생은 Le Maillon (The Link)라는 교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
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교 내의 지정된 사람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
년 초에 모든 학생에게 작은, 노란 카드가 발급됩니다. 문제가 생긴 학생은 이 카드를 담당자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귀 자녀가 여러분에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경우, 먼저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십시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자녀의 담임교사와 상담할 수도  
있으며, 담임교사는 필요할 경우 귀 자녀를 더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와 연계해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교육 환경  

모든 학교는 교내에서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강령을 수립합니
다. 이 지침은 귀 자녀의 플래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Centre d’accueil et d’accompagnement 
francophone des immigrants 
du Sud-Est du Nouveau-Brunswick

실용적 조언
개학 전에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용납될 수 있는 
행동과 용납될 수 없는 행동 사이의 차이에 대해 설
명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손을 
들어야 한다든지, 실내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면 안된
다든지, 친구들과 싸우면 안된다든지, 복도에서 뛰면 
안된다는 등의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금지된 물품  

교실에서는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MP3 플레이어, 비디오 게임 등)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알코올 또는 약물을 복용하거나 그 영향 하에 있는 것은 엄금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연기 없

는’ 환경입니다. 즉, 교내 또는 학교 구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

지 않으면 중하게는 정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결  

아동의 학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수업에  
출석하고 각종 교실 및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결석을 할 경우에는  
학교 사무실에 전화로 통지해야 합니다. 출결은  
학업적 성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1교육구는 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병이 날 경우  

귀 자녀가 학교에서 갑자기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교직원이 기록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에게 연락합니다. 여러분이나 지정된  
다른 비상연락자가 되도록 빨리 학교에 와서  
학생을 데려가야 합니다. 병이나 사고의 정도가  
중할 경우, 학교에서 구급차를 불러 귀 자녀를 병원에 보내거나 교직원이 여러분에게 연락합니다. 이
럴 경우에는 부모가 구급차 사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되도록 신속하게 여러분에게 연락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즉시 학교 사무실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교육 환경

실용적 조언
다음은 여러분이 학교에 전화하여 남길 수 있는 메
시지의 예입니다: “This is (본인 성명). My child (자
녀 성명) is sick today and will not be able to attend 
school. Please inform his or her teacher (교사 성
명). Thank you.”

몇몇 학교에서는 학생이 결석한 다음날 학교에 올 때 
결석사유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방과 전에 조
퇴를 해야 할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사유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에 결석 통지
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은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식사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귀 자녀는 빵, 시리얼, 신선한 과일, 우유 또는 요구르트 등 영양가 많은 식
품으로 이루어진 아침식사를 해야 합니다(부록의 캐나다 식품 가이드(Canada’s Food Guide)참고). 또
한 학교에서 오전 또는 오후 쉬는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건강에 좋은 간식을 싸 갈 수도 있습니다.

점심   

귀 자녀는 매일 학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구내식당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음식 중 하나를 사 먹는다. 

. 집에서 준비한 점심을 학교에 가져간다(점심 도시락).
 

점심 도시락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점심 도시락을 학교에 가져갑니다. 음식은 매일 씻는 밀폐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캐나다 식품 가이드에 따르면, 아동의 식사에는 4대 식품군이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와 함께 과일 또는 디저트, 그리고 음료(우유, 과일 주스 또는 물)를 싸 줄 수 있습니다. 캐나
다 식품 가이드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웹사이트 www.hc-sc.gc.ca에 12개 언어로 올려
져 있습니다.

몇몇 학교에는 학생들이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도록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는지 학교에 물어보십시오.

Centre d’accueil et d’accompagnement 
francophone des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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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점심 도시락(계속)    

다음은 점심 도시락의 예입니다: 

음식 보관에 사용되는 용기의 예도 참고하십시오:

                         

 
쉬는 시간 및 간식 시간

쉬는 시간은 하루 일과 중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공
되는 자유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은 친구를 사귀고 운동장
에서 뛰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날마다 쉬는 시간에는 
교직원 또는 자원봉사 학부모가 감독합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크고 또렷한 벨소리가 울립니다. 벨소
리는 교실로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모든 학생은 신발과 
실외 복장을 벗고 다시 교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용적 조언

다음은 자녀의 점심과 간식을 준비하는 데 
유용한 조언입니다:

•돈을 절약하려면, 우편물과 함께 집에 배
달되는 식료품점 광고 전단을 보고 세일 중
인 식품의 목록을 만드십시오.

• 자녀의 점심 도시락에 식기를 넣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과일과 채소를 쓰십시오.
• 통밀빵, 현미, 귀리 등 통곡물로 만든 제
품을 쓰십시오.

• 단백질은 아동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은 육류뿐만 아니라 콩 및 콩과 식물
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사탕, 초콜릿 등, 지나치게 달고 귀 자녀
의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피하십시오.

• 견과류 및 해산물은 싸 주지 마십시오. 이
런 식품에 매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
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식품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
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알레르기 
발생 위험 때문에 피해야 할 식품의 목록을 
모든 학부모에게 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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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교통편 

뉴브런즈윅 주에서는 교육및유년기개발부(DEECD)가 일정 조건에 따라 학생들에게 무료 스쿨버스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스쿨버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 해당 학교 구역 내에 거주하지만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다음과 같은 아동: 
   •	 유치원생 - 2학년생: 1킬로미터 이상 
   •	 3 - 12학년생: 1.5킬로미터 이상

• 교육구에 의해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 특수한 필요(휠체어 사용 등)가 있는 아동(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음)

도보 거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다음과 같을 경우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합니다:  
• 대부분의 유치원생 - 5학년생: 300미터 이하 
• 대부분의 6 - 12학년생: 500미터 이하

스쿨버스 운행 방침    
귀 자녀가 스쿨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을 경우, 여러분은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 위치, 버
스 번호, 버스 운행 시간. 이러한 정보는 제1교육구 웹사이트(www.district1.nbed.nb.ca)에서 찾거나 
귀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귀 자녀는 늦어도 버스가 도착하기 5분 전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버스를 놓쳤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에 데려갈 책임이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주의
스쿨버스 운전사는 귀 자녀가 평소 내리는 곳 외의 다른 위치에 내려줄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안전을 위해, 
유치원생 - 2학년생의 경우 매일 아침 및 오후에 어른이 버스 정류장에 나와서 아동이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 자녀는 매일 아침 학교에 도착하여 스쿨버스에서 내리면 곧장 운동장으로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수업 시작을 알리
는 벨이 울릴 때까지 운동장에서 놀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에 도착하면 곧바로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귀 자녀는 본인 및 다른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질서 있게 곧바로 스쿨버스로 가야 합니다.

실용적 조언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과 스쿨버스 번호
를 알아보려면 제1교육구 웹사이트 www.district1.
nbed.nb.ca에서 ‘Info-bus’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귀 
자녀의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통학 교통편

주의     
이사를 가거나 일정이 바뀔 경우에는 학교에 통지하십시오.

스쿨버스 규칙    
스쿨버스 안에서는 모든 아동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운전사의 지시에 따른다.
• 버스가 운행 중일 때 운전사와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 운전사와 다른 승객들을 존중한다.
• 정시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차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버스를 기다린다.
• 길을 건널 때는 운전사의 신호를 기다리고, 항상 버스 앞쪽에서 3미터 이상 떨어져 건넌다. 절대로 버스 뒤쪽으로 건 
    너지 않는다.
• 항상 스쿨버스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 버스에 타면 곧장 자기 좌석으로 가서 앉고, 다른 사람이 옆에 앉을 수 있도록 한다. 항상 좌석에 앉아 있는다.
• 정면을 보고 앉고, 배낭 및 기타 물품은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좌석 밑에 내려놓는다. 통로를 막지 않는다.
•  창문이나 비상구를 열 때는 반드시 운전사의 허락을 구한다. 버스 창문 밖으로 물건을 매달거나 던지지 않는다.
• 조용히 이야기한다. 철도 건널목에 접근할 때는 침묵을 지킨다.
• 버스 안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마실 수 없다. 
• 부피가 큰 물품을 가지고 버스에 타지 않는다.
• 날씨에 적합한 복장을 한다. 안전을 위해, 옷이나 배낭에 끈이나 느슨하게 달려 있는 물건이 없도록 한다.
• 버스 안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귀 자녀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물품은 스쿨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1. 스케이트보드 및 스노보드
2. 아이스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적절한 가방에 담긴 경우는 제외)
3. 공(적절한 가방에 담긴 경우는 제외)
4. 스포츠 용구(하키 스틱 등)
5. 대형 악기(기타, 튜바 등)
6. 물체를 던지거나 쓰러뜨리는 동작을 요하는 게임
7. 운전사의 주의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시끄러운 물품
8. 비상 탈출 시 통로를 막을 수 있거나 좌석 공간을 지나치게 많이 차지하는, 부피가 큰 물품(크기 기준: 학생의 어깨  
    높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무릎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함)
9. 이 밖에 학생의 안전에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물품

또한 스쿨버스에는 동물을 태울 수 없다는 것에도 유의하십시오.
스쿨버스 운전사는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버스에 태우는 것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물품을 
학교나 집에 가져가야 할 경우에는 부모가 운반해야 합니다.



실용적 조언 
통학에 관한 비디오를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gnb.ca/0000/transport-e.asp

눈보라     
캐나다의 겨울은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학교 수업이 취소되거나 스쿨버스 운행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련 정보가 관내 라디오 방송으로 발표됩니다. 학교  
수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날 자녀를 돌보아줄 곳을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실용적 조언 
다음은 눈보라 또는 스쿨버스 운행 지연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걸 수 있는 전화번호와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이에 관한 안내는 일찍이는 오전 6:00시부터 다음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됩니다:
 
디에프, 멤람쿡, 멍크턴 
프랑스어 방송 
	 Radio-Canada	(CBAF-FM)	-	88.5	
	 Country	89	(CJSE-FM)	-	89.5	
	 BO	FM	(CFBO-FM)	-	90.7	
	 Choix	99	(CHOY-FM)	-	99.9	

프레더릭턴, 오로목토 
프랑스어 방송 
		 CJPN-FM	-	90.5	
	 Radio-Canada	(CBAF-FM)	-	102.3	

세인트존  
프랑스어 방송 
	 CHQC-FM	-	105.7	

 
다음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학교 상황에 관한 녹음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디에프, 멤람쿡, 멍크턴: 869-6751
프레더릭턴: 453-4239
오로목토: 357-4298
세인트존: 643-2003
 

영어 방송 
	 K945	(CKCW-FM)	-	94.5	
	 XL96	(CJXL-FM)	-	96.9	
	 C103	(CJMO-FM)	-	103.1	
				MAX	FM	(CFQM-FM)	-	103.9

영어 방송 
	 KHJ	(CKHJ)	-	프레더릭턴:	1260	AM,		 	
	 	 뉴메릴랜드:	95.1	FM	 	
	 	 오로목토:	103.5	FM		
	 Fox	105	FM	(CFXY-FM)	-	105.3	
	 Capital	FM	(CIBX-FM)	-	106.9

영어 방송 
	 98.9	BIG	JOHN	FM	(CJYC-FM)	-	98.9	
	 K100	(CIOK-FM)	-	100.5



탁아 서비스   
 
캐나다 법률에 의거하여, 만 12세 이상의 아동은 방과 후에 혼
자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1세 이하의 자녀를 집
에 혼자 내버려두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학교
가 끝나면 어린 아동은 어른이나 만 12세 이상의 다른 아동의 
감독 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탁아 서비스는 방과 후에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제1교육
구와 제휴 관계를 맺지 않은 인가된 탁아 시설에서 유료로 제
공됩니다.



Centre d’accueil et d’accompagnement 
francophone des immigrants 
du Sud-Est du Nouveau-Brunswick

부록

용어  캐나다식 정의

점심 도시락  1인용의 찬 음식(재가열 필요 여부 무관)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용기. 귀 자녀의 학교는 귀  
 자녀가 이런 방식으로 학교에 가져갈 수 있는 점심을 싸주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방한화 일반적으로 추위를 막아주는, 적어도 발목까지 올라오는 신발. 겨울철에는 실외 활동에서  
 부츠를 신습니다.

스테이플러 금속 고정침을 사용하여 서류를 특정 순서대로 철하는 데 쓰이는 소형 기구

성적표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문서

카풀 학교 밖에서 또는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실시되는 활동을 위해 학부모들이 한 대의 차량에  
 동승하여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

바지 캐나다에서는 바지를 ‘팬츠(pants)’라고 합니다.

아침식사 아침에 먹는 식사

점심  정오쯤에 먹는 식사

더운 점심 몇몇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옵션으로서, 구내식당 종업원이 저렴한 값을 받고  
 만들어주는 식사를 학생들이 사 먹을 수 있음.

체육복 귀 자녀가 체육 시간에 입어야 하는 옷. 체육복은 가벼운 소재로 만든 것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덥지 않아야 합니다(티셔츠, 반바지 등).

메모 학교 교직원 또는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배포하는 통신문

벙어리장갑 엄지손가락 부분만 분리되어 있는 장갑으로서 날씨가 추울 때 착용함.

학부모-교사 면담 학부모-교사 면담은 매년 두 번 미리 정해진 날짜에 실시됩니다. 이 면담은 자녀의 담임교사를  
 만나 자녀의 학습 진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녁식사 늦은 오후 또는 초저녁에 먹는 식사

털모자 (toque) 방울 장식이 달리기도 하는 털모자

학교 구역 특정 학교의 지리적 관할 구역

용어 해설



이민자 지원 기관 
프레더릭턴
•  Association multiculturelle de Fredericton (MCAF/ AMCF)
 123 York Street, Suite 201
 Fredericton (N.-B.) E3B 3N6
 전화: (506) 454-8292
 mcaf@mcaf.nb.ca

•  Association Interculturelle Francophone de Fredericton (AIFF)
 715, rue Priestman
 Fredericton (N.-B.) E3B 5W7
 nbaiff@yahoo.ca

 
멍크턴 광역시
• Centre d’accueil et d’accompagnement francophone des  
    immigrants du Sud-Est du N.-B. (CAFI)
 319, rue St. George
 Moncton, N.-B.
 E1C 1W8
 전화:  (506) 382-7494
 www.caiimm.org

•  Association Multiculturelle du Grand Moncton (MAGMA / AMGM)
 150, rue Queen
 Moncton, N.-B.
 E1C 1K8
 전화: (506) 858-9659 
 info@magma-amgm.org

 
세인트존
•  Saint John Multicultural & Newcomers Resource Centre
 Centre d’accueil multiculturel et des nouveaux arrivants de 
 Saint-Jean (MNRC)
    Case postale 20100
 30 rue King, 
 Saint-Jean, N.-B. 
 E2L 5B2
 전화: (506) 642-4242
 www.sjmnrc.ca

 
유용한 링크

다음은 여러분에게 유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목록입니다:
제1교육구  
www.district1.nbed.nb.ca

SOS Devoirs� 
www.sosdevoirs.org

교육및유년기개발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ww.gnb.ca/0000

Fédération nationale des� cons�eils� s�colaires� francophones�  
(프랑스어 사용 탁아소 목록 포함) 
www.fncsf.ca/annuaire

As�s�ociation francophones� des� parents� du Nouveau-Bruns�wick� 
www.afpnb.ca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