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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Courses 
and Choices

TIPS FOR PARENTS

고등 학교 과정과 선택   
년 월 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의 교육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9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은 

상급 학년과 졸업 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답서는 교과 과정을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  

 

학부모들이 어�게 도� 수 있을까요?
8학년 학생들은 10월에서 1월 사이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과목들에 대한 안내서를 받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고등학교 정보의 밤(information 

night) 혹은 공개의 날 (open house)을 엽니다. 

안내서를 읽고,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관심, 능력 및 장래 희망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기 위하여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8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여러분이 서명할 양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선택 할 수 있는 과목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과목을 검토하여 그들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적당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승인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하십시요.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교 선택과 학과 목록에 

관한 정보가 있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착 상담원은 새 이민자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9학년 때 택하는 과목들이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대학교, 견습원, 또는 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위의 분류의 교과 과정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9학년 과목을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는 매 해 마다 자녀가 적당한 과목들을 

선택할수 있도록 도와 주셔아 합니다. 

 

 

 

어�게 하면 학부모들이 자녀가 올�� �정을 할수 

있도록 도� 수 있을까요?
• 고등학교 졸업 후 그들이 하고 싶은 일에    

관해서 자녀와 이야기 나누십시오.
• 주변의 학교에서 학과목 목록을 구하거나 다운 

받으시고, 학교 웹사이트에 있는 학교 현황서를 

읽으십시오. 모든 학교가 같은 교과 과정이나

같은 과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등학교  정보의 밤 그리고 공개의 날에 

가십시요. 어떤 학교에서는 통역원을 제공합니다.
• 학교 상담 교사, 교감이나 교장과 약속을 하여   

여러분 자녀의 관심과 장점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싶시요. 
 

온타리오 고등학교 졸업 조�은 ��인가?
• 학생들은 반드시 9 학년에서 12 학까지 30 개 

과목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30개 과목은 18 개의 

필수과목과 12 개의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 학생들은 반드시 40 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활동을 

  마쳐야만 합니다.
• 학생들은 온타리오 고교영어 시험이나 동일한 

  영어과목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 대체로 학생들은 고교과정을 4~5 년 내에 이수 

하지만 21살까지 학교에 있을 수 있습니다. 

9,10 학년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9, 10학년에는 4 분류의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 실용(Applied) –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실례에

중점을 둡니다.
• 인문 (Academic) – 이론과 추상적인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 기초 (Locally Developed) – 지지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필수 과목

• 일반 (Open) – 교육을 향상 시키고 학생의 공부를

준비 시키기 위함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지리, 역사, 체육 및

불어의 필수 과목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교과과정

종류를 섞어서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용적인 영어와 인문 수학을 택 할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관심 사에 따라 선택 과목 혹은 일반

과목 중에서도 택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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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과 10학년 때 선택한 과목들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는가? 

9, 10학년에서 선택한 과목들은 11, 12학년때 

과목을 듣는것을 준비 시켜주며 졸업 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11,12 학년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그들의 목표를 

준비하기 위하여 4 가지 분류의 교과 과정에서 

선택합니다: 취업 코스, 전문대학교, 대학교와 

전문대학교, 대학교.

� 과목과 연�되는 �은?

학생들은 다른 교과 과정으로 전과� 수 있습니�?
몇몇 경우, 학생들은  다른 교과 과정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목을 

반복하기도 합니다(예; 9학년 실용수학을 들은 

학생은 9학년 고급수학을 다시 듣습니다). 전과 

과정은 여름 학교(summer school)나 개별 학습 

과정(on- line)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교사가 조언 해 줄 수 있습니다. 
 

학부��들이 고등학교를 선택 � 때 해� � 

�문은 무엇인가요?
•  9, 10 학년 고급, 실용, 기초의 어떤 과목들을  

제공하나요?
• 11, 12 학년의 취업 코스, 전문대학교,

대학교/전문대학교, 대학교의 어떤 과목들을 

제공하나요?
• 어떤 선택 과목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예:컴퓨터 네트워킹, 언어)
• 등록 학생이 미달되면 취소가 될 수 있는 과목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과목들인가요?

 

 

 

 

 

학부�들이 특수 교육 지원에 �해서 해� � 

�문은 무엇인가요?
• 이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 학교에서는 자원(resources)에 무엇이 있나요?
(예; 직원, 프로그램, 컴퓨터 실습실, 특수 과정) 

•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되는  

과정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 개별 과정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과목의 통합 과정인지요?
 

학부�들이 제 2 언어 영어 지원에 �해서 해� � 

�문은 무엇인가요?
• ESL 학점 과목들이 있나요(예, ESL 과학)?
어떤 과목이 있나요?

 

� �은 정�는?

• 여러분 교육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자녀 

학교에 연락 하십시오.
•온타리오교육부http://www.edu.gov.on.ca/eng/doc
ument/curricul/secondary/oss/oss.pdf 
•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교육 지침서 
http://www.settlement.org/edguide
• 다른 언어로 된 복사본은 People for Education 
웹사이트 www.peopleforeducation.com 로 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