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불어몰입교육이란?
중기 불어몰입교육은 불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제2언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4학년부터 시작합니다. 중기
불어몰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에 따라
4학년과 5학년의 경우 100% 불어로
수업합니다. 4학년과 5학년의 모든 수업
활동은 불어로 진행됩니다. 6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불어 수업 모델은 75%
불어입니다. 영어와 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불어로 수업하게 됩니다. 특별
과목(예: 건강 및 체육 교육)은 시간표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영어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중기 불어몰입교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가정에서 불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족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 3학년 영어 프로그램을 듣는 모든 학생은
4학년부터 시작할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저희는 모든 학생이 다른 언어를 배울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으므로, 모든 학습
스타일과 언어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환영받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기 불어몰입교육 프로그램은 유창한
불어 구사력을 단련할 기회에 관심이 있으나
조기 불어몰입교육(Early French Immersion)
후 TDSB로 옮겨진 가족들에게 적합합니다.
✔ 또한 다양한 이유로 자녀가 좀 더 성장한
후 불어몰입교육을 고려하는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중기 불어몰입교육의 이점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학생들은 중기
불어몰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불어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언어 습득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 다른 언어로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의
모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언어 학습은 학생들이 학습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고도의 사고법 및 학습
기술과 같은 기타 인지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 한가지 언어 이상의 유창성을 기르면
미래에 다양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 이중 언어 구사자는 전반적으로 강력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 다른 외국어도 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정보
중기 불어몰입교육 프로그램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tdsb.on.ca/French
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중기 불어몰입교육 프로그램의 신청
기간은 매년 1월에 열립니다. 해당 연도의
신청 마감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초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참여에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자에게 자리가 보장되지만, 특정
학교로의 배정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 대한 집중적
'몰입량'은 오랜 시간에 걸쳐 노출된
동일한 양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Weshce, 2002)

데이터에 따르면 불어몰입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은 읽기 능력에
있어서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능가했습니다.

“불어 몰입교육에 등록된 학생들은
불어의 유창성을 길렀을 뿐 아니라
학습 내용을 영어로 배운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교과 내용(과학,
사회학, 수학 등)을 습득했습니다.”
(Wesche, 2002)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연구에서
EFI 또는 MFI에 등록된 초등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사회학 과목을 영어로
테스트했을 때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sche, 2002)

자녀의 모국어가 현지 언어가
아니더라도, 영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동시에 불어와 같은 추가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O’Brien,
2017)

제2언어 실력은 잠재 고용주로부터 높이
기대되고 평가됩니다.
(O’Brien, 2017)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040322/dq040322a-eng.htm

불어 50% 구사 프로그램을 불어 80% 프로그램과 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불어의
비중을 높여 수학을 학습할 경우, 수학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urnot-Trites & Read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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