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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ESL)이라고 알려졌던, 추가 

언어 혹은 방언으로서의 영어 (EAL/D)는 표준 호주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학습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교육 분야입니다.

퀸스랜드의 EAL/D 학습자들

EAL/D 학습자들은 영어 이외의 언어나 방언을 사용하며,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언어나 방언을 사용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EAL/D 

학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학교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출생했지만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나 방언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양육된 학생들이 EAL/D 학습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주민 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호주 이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인도주의적 입국자, 유학생, 이민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EAL/D 학습자 파악

학교는 입학 과정이나 지속적인 수업 과정을 통해 EAL/D 

학습자를 파악합니다.

입학 과정 중에, 학교는 학생이 가장 유창하게 사용하는 

언어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일부 학생들은 바로 EAL/D 학습자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다른 EAL/D 학습자는 수업 중 학습 태도와 언어 사용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관찰과 

과제 분석을 조합해서 EAL/D 학습자를 파악할 것입니다. 

과제에는 시험 성적, 글쓰기 답변, 학생과의 인터뷰/회의 등이 

포함됩니다.

EAL/D 학습자 지원

EAL/D 학습자에게는 성공적인 교실 학습을 위해 언어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도록 특정한 교육 방식이 필요하며,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사들은 Bandscales State 

Schools (퀸스랜드)을 이용해서 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 수준을 

판단하고, 교실 환경 내에서 학생들의 특정한 언어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EAL/D 학습자의 영어 능력 수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그리고 학교 상황에 따라 제공될 지원 유형에 대해 

결정합니다.

EAL/D 학습자는 자신의 연령을 위한 호주 교육과정을 배우며, 

교사들은 EAL/D 학습자를 참여시키고 기대되는 학습 결과를 

성취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교수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평가 및 보고

EAL/D 학습자들은 영어를 배우면서 동시에 교육과정의 내용도 

학습합니다.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은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맞는 평가 과제를 제공합니다. 학습자의 영어 

능력에 따라, 평가 과제의 언어적 요구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특정 교육과정 내용을 이해했음을 증명하는 데 

주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 있는 

학습자는 내용의 이해도를 그림, 도면, 역할 놀이 혹은 말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학년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보고되지만, EAL/D 학생들은 호주 학교 재학 기간 

중 처음 12개월 동안 평가와 보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성적표에는 Bandscales State Schools 

(퀸스랜드)에 따른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서면 진술이 포함되며, 

적절한 경우에는 호주 교육과정 학습 영역에서의 성취도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퀸스랜드 공립학교의 영어 지원에 관한 정보

http://education.qld.gov.au/curriculum/framework/p-12/docs/bandscales-eald-learners.pdf
http://education.qld.gov.au/curriculum/framework/p-12/docs/bandscales-eald-learners.pdf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
http://education.qld.gov.au/curriculum/framework/p-12/docs/bandscales-eald-learners.pdf
http://education.qld.gov.au/curriculum/framework/p-12/docs/bandscales-eald-learners.pdf
http://www.australiancurriculum.edu.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