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해이그 고등학교 (Earl Haig Secondary School)
얼해이그 고등학교는 높은 학업열과 복합된 프로그램들로 학업을 향한 열정을
쌓고, 훌륭한 학교 정신을 전달하는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각각 학생의
안전과 가치에 신경을 씁니다. 학생들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고등학교 추억을
가질수 있도록 폭넓고 다양한 스포츠와 사회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얼해이그에는 두종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라드 왓슨 예술 학교 (Claude
Watson Arts Program)는 토론토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지망생들을 환영하고, 일반
프로그램 (높은 수준의 학업 프로그램과 폭넓은 기술 프로그램)은 얼해이그
학군안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 들입니다. 또한 얼해이그에는 강화
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으로 영어, 수학, 사회, 그리고 과학이 제공되고,
9 학년부터 11 학년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독립 학습을 위한 추가의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비판적이고 추리적인 사고 능력 기술을 증진
시켜줍니다.
얼해이그 학생들은 지도능력을 발달 시킬수 있는 기회를 갖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해이그에는 75 개 이상의 클럽과 모임회가 있고, 또한 35
개의 스포츠 팀이 있습니다. 얼해이그의 지도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만듭니다: Student Activity Council, Leadership
Council, Earl Haig Athletics Council, Arts Council, Equity Coalition, Character Counts
Committee, and Empowered Student Partnership Committee.
얼해이그 학교는 토론토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해이그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줍니다. 95% 이상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얼해이그의 해외 파트너쉽은 학생들에게 학업 투어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시대회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 나아가도록 도와 줍니다. 얼해이그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그들의 개인면, 학업면, 그리고 직업면의 목표를 성취합니다.

교과방침 (Academic Course Load Policy)
졸업을 위해 학생들은 반드시 30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교과 배분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방침이 확립되었습니다.
9/10 학년: 학생들은 시간표에 반드시 8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11 학년: 학생들이 16 학점을 이수한 후에는 7 과목 또는 8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12 학년: 한해동안 최소한 6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Community Involvement)
학생들은 졸업 조건으로 40 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를 도움으로써 사회 일원으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발달시키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과 상의하여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봉사활동을 선택하게 될 것
입니다. 학생들이 돈을 받게 되거나 학점을 받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봉사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나 상담교사에게 학생이 선택한 봉사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봉사활동 기록표에 학생들은 그들의 봉사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영어(English)








학생들의 언어 능력을 형성하고 학생들이 학교, 직장, 그리고 캐나다
사회에서 성공할수 있도록 대비시키는 5 단계.
ESL 4 (또는 D)는 9, 10 학년의 applied 영어나 academic 영어, 또는 11, 12
학년의 workplace (직장) 영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ESL 5 (또는 E)는 11, 12 학년의 college (전문대) 영어나 11,12 학년의
university (대학교) 영어로 진학할수 있습니다.
ESL 과목들은 학점이 주어지는 과목들이며, 그중 3 과목은 영어
필수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졸업하기 위해서는 12 학년 university (대학교) 나
college (전문대) 영어과목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학생이 영어권
고등학교를 3-4 년보다 적게 다녔으면 대학교에서 토플 (TOEFL)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arl Haig 는 9 학년 지리, 과학, 경영학과 10 학년 역사, 경영학, Career Studies
and Civics 에 학생들의 단어 이해과 과목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는것을
돕기 위해 영어 (ESL) 도움을 제공합니다.
9 월에 ESL A, ESL B, ESL C, ESL D, ESL E 에 등록이 된 학생들은 매일 ESL
수업을 듣게 됩니다. ESL E 과목은 10 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ENG3U
(대학교 영어)와 함께 동시에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1 년에
2 과목의 영어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ESL C 에 등록에 된
학생들은 9 월부터 1 월말까지는 ESL C 를 듣고, 2 월부터 6 월까지는 ESL
D 를 듣게 됩니다.

EQAO – 읽기와 쓰기 능력 시험








모든 학생들은 졸업하기 위하여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10 학년에 이 시험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10 학년에 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ESL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도움이 주어집니다.
ESL E 와 ESL D 에 있는 학생들은 이 시험을 봅니다 (그외의 ESL 학생은
미루어 지게 됩니다).
ESL 학생들은 쓰기를 위한 추가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ESL 선생님들은 1 년동안 시험에 관련된 구체적인 연습으로 미리 이 시험에
학생들을 대비시킵니다.
www.eqao.com 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EQAO – 수학




대상: 9 학년 학생들
졸업 필수 요건은 아님
수학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은 시험에 대비합니다.

출석 (Attendance)








학생들은 반드시 결석/지각 사유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결석 하였을 경우에는 자동 녹음된 메시지를
전화로 받게 됩니다.
만약 결석이 반복될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직접 집으로 전화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
학생들이 중간에서 전화연결을 방해하는 경우, 부모님들이 저녁에 집에
안계시는 경우, 전화번호가 잘못됐거나 바뀌었을 경우) 학교와 집의 대화가
차단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협동을
하여 학생들이 좋은 출석률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안건입니다.
결석이 반복이 되면 학생들은 상담교사 (guidance counsellor)에게 불려가게
되고, 그 후에도 결석이 계속 되면 교감 선생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학생인 18 세 이상이면,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기전에 반드시
학생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장기 결석은 학교에서 퇴학당할수 있는 이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평가 (Evaluation)




모든 학생들은 각 과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 (evaluation profile)가 주어집니다.
여기에는 과목들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
되었는지, 그리고 점수들의 상세한 평가비율이 나타납니다.
지속적인 평가 – 매일 주어지는 과제들, 주요 시험들, 퀴즈, 숙제들이 전체
점수의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는 중간/기말고사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성적표





걱정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이 10 월 중순이 되기전에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1 번째 성적표: 9 월부터 11 월 중순 (11 월 말경에 성적표 발송)
2 번째 성적표: 11 월 중순부터 2 월까지 (2 월 초중순에 성적표 발송)
3 번째 성적표: 2 월부터 6 월까지 (6 월 말경에 성적표 발송)

학부모 교사 면담




사교/바베큐 파티 –매해 9 월 말경
12 월초경과 2 월 중순쯤에 학부모 교사 면담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선생님들과 10 분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 자녀들과 상의 하여 어느 과목 선생님을 만날지를 결정하세요.
- 학교 웹싸이트를 통하여 면담시간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에 관하여 면담전에 정보용지가 나갑니다.
● 신속하게 신청하셔야 선생님을 볼수 있습니다.
● 미리 약속을 정하지 않고 당일에 오시지 마십시요.
● 상담교사 (guidance counsellor)와 프로그램 주임 선생님들 (program heads)
또한 면담가능합니다.

학교 문화




Earl Haig 는 다양한 학교 클럽, 학생회, 팀, 활동들이 있으며,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셔야 합니다.
대학교 입학요건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과외의 활동들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학생들의 지도력, 시간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고 또한 큰 무리 안에서 구성원으로 일하는 능력또한 길러
줍니다.

학생 도우미 (Peer Tutoring)


학생들이 또래 학생 학교공부 도와주기

 상담교사 사무실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학교 안전에 대해 걱정이 있으시면, 선생님, 상담교사, 또는 교감 선생님께
연락을 하세요.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하시는 경우는 편지를 보내시면 학교에서 번역을
합니다. 직접 만나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통역사를
준비해줍니다.
우선은 각 과목의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395-3210 으로 전화하셔서
각 선생님을 찾으세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있기때문에 선생님들이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할겁니다.
자녀들의 ESL 과목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416- 395-3210 로
전화하셔서 20092 를 누르세요.
다른 문제들 (개인 문제, 미래 계획. 학교문화에 적응하기, 대학 선택, 과목
선정 등등)은 상담교사 (guidance counsellor)와 상의 하세요.








Earl Haig 학부모회 (School council)


학부모회는 학부모님, 보호인, 학생 대표, 학교 스태프 대표 그리고 지역
구성원들로 이루어 지며, 구성원들은 학교의 교육과 생활의 향상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연총회는 보통 9 월에 있으며, 전년의 활동 보고와 올해의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SEPT (Settlement and Education Partnerships in Toronto) 프로그램


새로운 이민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돕기위해 한국어, 이란어, 중국어
학교 정착 상담원들이 Earl Haig SS 에 상주하게 됩니다.
- 아이오나 서(서지현): 한국어 (647) 999-6012
- Faheze Hayes: 이란어 (647) 999-8623
- Jane Wu: 중국어 (647) 881-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