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CPSS 가정  언어  설문조사  

 
HOME LANGUAGE SURVEY 

 
 
 
 
 
 
 

Language: Korean 
Wake County Public School System, Cary, NC 

Revised December 21, 2012 
 

This form is available in English. 
هذا النموذج متاح باللغة العربية.  

我�可以提供此文件的中文版�文。 
이 양식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읍니다. 
Ce formulaire est disponible en français. 

mẫu này có sẵn bằng tiếng Việt 

यह फाम$ %ह'द) म* उपल.ध है 
(919)  431-7703 

 

If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is listed in any question 1-3, or a country other than U.S. is listed,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CIE to begin the enrollment process. Place this form in the student’s blue LEP folder in the cumulative record and give a copy to 
the LEP Contact. 
 
          
 
 
          학생  성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    이름    중간이름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년도:  __________ 

 
 

학생의  출생 국가: 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최초  미국 학교 입학일:  ______/______/______ 
국가                                              월/일/년 

학부모 /후견인께: 
연방 및 노스캐롤라이나주 정책에 의거 학교는 각 학생이 집에서 말하는 언어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질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답변이 
영어 이외의 언어인 경우, 귀자녀의 영어 능숙도를 판단하기 위해 WIDA ACCESS 배치 시험(W-APT)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귀자녀는 LEP로 식별되어 ES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LEP로 식별된 모든 학생은 LEP 식별에서 나갈 때까지 
매년 평가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1. 귀자녀는 의사소통을 위해 무슨 언어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합니까? __________________ 
2. 귀하는 자녀에게 무슨 언어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자녀가 말하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무슨 언어를 배웠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Wake 카운티 공립학교들은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학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4. WCPSS 학교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 번역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어느 언어? ______________ 

5. 자녀의 교육에 관한 학교 미팅을 위해 통역이 필요합니까?      예         아니오   
예인 경우, 어느 언어? ______________ 

 
학부모 /후견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   _____/_____/_____ 
 
학부모  전화:    (자택/휴대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chool & CIE Office Use Only 
CIE Appointment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ointment Time: ____________      Date HLS Faxed to CI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ff Member Assisting Parent (please pri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osi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Staff Member Assisting Par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CIE Staff Member Receiving Fax: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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