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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방법: 이 양식를 매해 갱신해야 하며, 학교 시작 또는 학생 등록일부터 45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하거나 갱신을 마쳐야 합니다.
학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미들네임_ ______________ 이니셜_____
SASI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MCPS ID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
학생이 미국에 처음 입국한 날짜 ____/____/______
읽기/영어 언어영역(ELA/Literacy) 면제: o 예 o 아니요 수학 점수는 제외 o 예 o 아니요
최종 영어 습득력(English Language Proficiency-ELP) 시험평가일 ____/____/______
숙달 수준: 말하기_____

듣기_____

읽기_____

쓰기_____

작문 _____

평가 조정: 평가시험시의 조정사항은 학교에서의 일상 교습에도 적용됩니다.
시험 조정, 사용 가능한 기능 또는 행정적 고려사항이 이 EL에 있습니까?

o 예 o 아니요

(예의 경우, 아래에 표시합시다)

예

시험 조정: o 없음
o 7a: 시간연장
o 7b: 이중언어 사전, 단어에서 단어로(영어/모국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를 위해:
o 7c: 문장 말하기
o 7d: 답변 사람이 기재/사람이 수화해주기
일반 행정:
o 7e:	학생의 모국어로 지시사항 크게 읽기 및 되풀이하기
(시험관이 제공)*
o 7f:	학생의 모국어로 필요할 경우 지시사항 명확하게
해주기(시험관이 제공)*
수학 평가시험만:
o 7g:	스페인어로의 평가시험에서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온라인 번역(Online Transadaptation)*
o 7h: 스페인어로의 시험지판 평가시험*
o 7i: 스페인어로의 큰 글자 버전의 평가시험*
o 7j:	평가시험에서 스페인어로 문장읽기 기능(Text to
Speech)
o 7k: 평가시험에서의 사람이 스페인어로 읽어주는 기능*

사용 가능한 기능: o 없음
o 1a: 답 가리기 기능
o 1d: 색상대비
o 1q:	학생이 평가시험을 소리내서
읽기
o 1r01:	수학, 과학, 정부/정치
평가시험에서 영어로 문장
읽기 기능(Text to Speech)
o 1r02:	수학, 과학, 정부/정치
평가시험에서 영어로 문장
읽기 기능(문장과 그래프)
o 1s01:	수학, 사회, 정부/정치
평가시험에서의 사람 수화
o 1s02:	수학, 사회, 정부/정치
평가시험에서의 사람이
읽어주는 기능

행정적 고려사항: o 없음
o 2a: 소그룹 시험
o 2b: 하루 총 시간
o 2c: 분리 또는 대체 공간
o 2d: 환경에서의 특정 공간
o 2e: 조정과 특정 기구 또는 가구
o 2f: 자주 휴식 제공
o 2g: 자신에게의 거리 축소
o 2h: 다른 학생과의 거리 축소
o 2i: 학교 내의 장소 변경
o 2j: 학교 외의 장소 변경

추천: 다음 EL 위원회 팀원의 추천(해당하는 곳에 표시):

o ESOL 교사 o 반 교사 o 독해 전문가 o ESOL 연락 담당자

o 기타(자세히 기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반 행정을 위한 필요 요건(7e와 7f) 와/또는 수학 평가(7g, 7h, 7i, 7j, 또는 7k) 필요 요건

이 양식의 7e, 7f, 7g, 7h, 7i, 7j, 7k 조정에 표시하기 전, MCPS ESOL/Bilingual Unit의 성취도 전문가(achievement specialist)와 상의합시다.
서명

ESOL 교사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정자로 기재 _ 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학교장 서명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름 정자로 기재 _ 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학부모/후견인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름 정자로 기재_ 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MSDE는 학부모/후견인을 참여와 학부모의 서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부모/후견인 서명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양식을 가정으로 우송하고
요청에 따라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배부(DISTRIBUTION): Original/Student’s Cumulative Folder Copy 1/Student’s ESOL Folder Copy 2/Parent/Guard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