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교육부 장관 사무실 (OSPI) 
홈 언어 설문 조사 
 
가정어 설문지는 워싱턴 학교에 등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학생명: 학년: 날짜:
 
  

 
학부모/보호자명                                                        학부모/보호자 서명 
 

번역 및 통역 서비스 권리 
선호하시는 언어를 알려주시면 필요하실 
때 저희가 무료로 통역사 서비스 또는 
번역된 문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는 자신의 언어로 아이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어떤 언어로 가족이 학교와 의사소통하길 원하십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언어 개발 지원 적격성 
학생 언어에 대한 정보는 성공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언어 스킬 개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언어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아이가 처음 배운 언어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집에서 아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아이가 사용하는 언어와 관계없이 집에서 사용하는 주요 언어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아이가 이전 학교에서 영어 개발 지원을 받았었습니까?  
예___ 아니오___ 모르겠음___ 
 

 
이전 교육  

 

아이의 출생 국가 및 이전 교육에 대한 
귀하의 답변은: 
• 학교에서 아이의 지식 및 스킬에 대한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하며, 

• 아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구에서 
추가 자금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은 학생의 이민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아이의 출생 국가는 어디입니까? ___________________ 
 

7. 아이가 미국 외의 지역에서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치원 – 고등학교)    ____예   ____아니오 
 
예인 경우: 개월 수:  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  
 

8. 아이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유치원 – 고등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 
월          일       연도 

 

홈 언어 설문 조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양식에 대한 또한 아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교육구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ote to district: This form is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on http://www.k12.wa.us/MigrantBilingual/HomeLanguage.aspx. A response that 
includes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to question #2 OR question #3 triggers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placement testing. Responses to 
questions #1 or #4 of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could prompt further conversation with the family to ensure that #2 and #3 were clearly 
understood.  ”Formal education” in #7 does not include refugee camps or other unaccredited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Forms and Translated Material from the Bilingual Education Office of the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are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http://www.k12.wa.us/MigrantBilingual/HomeLanguage.aspx
http://www.k12.wa.us/MigrantBilingual/TranslatedMaterial.aspx
http://www.k12.wa.us/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