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가을
존경하는 학부형님께,
본 교육청 주관 대안 학습 과정 (미니스쿨)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감사드립니다.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기 위하여 학부모님께서는 몇 차례 저녁 교육 정보 설명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교육 정보 설명회는 2017 년 10월 2 일부터 11월 8까지 있습니다.
10월 27 일 부터 11 월 9일사이에는 2017년 11월 21일자 큰 그룹 평가를 위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오직 2017년 11월 21일 큰 그룹 평가만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www.vsb.bc.ca VSB 교육청
웹사이트에 2017년 10월 27일에 링크가 연결됩니다.
온라인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의 학생 PEN 번호 (Student PEN Number)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는 9자리 숫자의 번호입니다.
10월 27일 부터 11월 9일 사이에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 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11월 21일 평가는 인지 능력, 영어 유창성, 수학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대략 2시간 반
가량 소요되며, 학생의 거주 지역의 고등학교가 시험 장소로 배정됩니다.
시험 내용에 대한 정보나 예비 문제들은 부모나 학생들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대안 학습 과정을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뿐입니다. 시험 결과도 학생이나 부모에게
발송되지 않습니다. 학생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든 학습 과정에서 이 시험의 결과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고려 중인 각각의 학습 과정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치르기를 신청한다하여 대안 학습 과정에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각 학교에 따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각 학습 과정의 등록 마감은 2017년 12월
21일입니다. 마감 날짜를 반드시 엄수하기 바랍니다.
1차 입학 합격은 2018년 2월 20일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2018년 2월 22일 오후 2시까지 입학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2차 신청의 입학 합격은 2018년 3월 1일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2018년 3월 2일 오후 3 시까지 2차 입학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있는 옵션스 (Options brochure)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웹사이트내 PDF형식의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매년 8학년에 배정된 650명의 대안 학습 과정에 대략 1400명의 학생들이 신청합니다. 밴쿠버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흥미진진하고 학업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 과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