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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Intensive Learning Support Program (CILSP)
Information for parents and carers

COVID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정보

COVID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 소개

COVID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 (COVID Intensive Learning Support Program (CILSP))은 NSW 
초등, 중등 및 특수 학교의 학생들 중 가장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그룹 수업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NSW 교육부, NSW 카톨릭 스쿨 및 NSW 사립 학교 협회 간의 공동 과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의 가정 학습에 영향을 받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해력과 수리력에 중점을 둡니다.

각 학교는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별히 훈련된 교사들 그리고 대학 
강사 및 유치원 교사 등의 교육자들을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이들 소그룹 수업은 학교 
일과 시작 전이나 방과 후에 또는 수업 시간 중에 실시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

COVID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소그룹 수업을 제공하는 추가 
교육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기금을 제공받습니다. 

학교 교장과 협력하여 다양한 평가를 사용하면서 수업 교사는 소그룹 수업의 혜택을 받을 
어린이들을 결정합니다. 

각 어린이의 프로그램 포함 여부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논의되고 교육 계획이 개발됩니다. 자녀의 
진행 상황이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부모 및 보호자와의 연락이 유지됩니다.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모든 NSW 공립 학교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1 년에는 총 265,000 
명의 학생들이 지원되었습니다.

• 캐주얼 및 임시직 교사, 은퇴한 교사 그리고 수업 교사들 등으로 구성되는 추가 교육자들에 
의해 소그룹 수업이 제공됩니다. 추가 교사들은 수업 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수업이 
학생들의 필요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수업은 문해력과 수리력에 중점을 둡니다.

• 특수 교육자들 및 운영자 팀이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학교들을 지원하고 안내합니다.

• 소그룹 수업에는 2-5 명의 학생 그룹에 대한 보충 교육 및 학습 지원이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교실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미리 의도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일관된 교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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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자녀

자녀의 교사가 이 프로그램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귀하와 연락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COVID 집중 학습 지원 프로그램 웹페이지 (COVID 
Intensive Learning Support Program webpage)을 방문하세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녀의 교사와 상의하십시오.

전화 통역 서비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학교 교장에게 문의하세요. 문의를 돕는 통역사가 필요하신 경우 131 450
의 전화 통역 서비스에 전화하여 한국어 통역사를 요청하세요. 통화를 원하시는 전화 번호를 
오퍼레이터에게 알리면 오퍼레이터가 통역사를 주선하여 전화상으로 여러분의 통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여러분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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