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가정 언어 설문지 

학생 이름 생년월일 
성 첫이름 중간이름 

학부모 (들) 또는 보호자 (들): 연방정부 지침은 학교기관에게 영어를 배워야 할 잠재적 영어 학습자 (Els) 들을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어 외에도 사용하는 다른 언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다음 
질문에 예라고 표기하시면 , 학생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생의 영어 능숙도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 이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영어가 능숙하다고 또는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ESOL) 서비스를 받은 자격이 있다고 
판명됩니다 . 

아래의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학생이 구사하는 언어와 상관없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지요 ? 

해당 언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학생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요 ? 

해당 언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학생이 처음으로 습득한 언어는 어떤 언어인지요 ? 

해당 언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귀하는 학교와 대화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기 원하시는지요 ? 

해당 언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또는보호자서명 월 일 년도 이름을정자로기재 

FCPS 직원: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함 . 등록 과정에서 이 
양식은 학부모 (들)/보호자 (들)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야 하는 양식임 . 위의 세 질문 가운데 한가지라도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기하였다면 , 학생 정보 시스템에 해당 
언어를 입력해야 함 .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답해야 함 .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등록 및 평가를 
위해 학생 등록처로 의뢰되어야 함 .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 학생의 통학구역 내 배정학교에서 등록할 수 있음 . 첫 등교일을 시작으로 ,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거나 영어 외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생들은 등록 및 평가를 
위해 등록 사무처로 의뢰되어야 함 . 

이 양식에 대해 질문이 있는 학부모 (들)/보호자 (들)은 학교 행정인에게 의뢰하거나 ESOL 평가 센터 , 703-204-4375 로
 
연락하기 바람 .
 

SS/SE-82 (7/17) 

LS-Forms-SS-SE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