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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사용 언어에 관한 설문조사(HLS) 양식: 1단계 

개요 
본 설문조사는 학생이 ‘영어 학습자’(ELL)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세 단계 중 첫째 단계입니다.  

지침 
“1번 문항”에서 시작하여 HLS가 완료될 때까지 진행해 주십시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을 선택하시고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결정 단계(“기록 검토 절차로 가십시오” 또는 “기록 검토 절차로 가지 

마십시오”)에 도달하면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대한 설문조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학생 정보 
학생 이름:  학생 생년월일:   

거리 주소 및 번지: 

시: 주: 우편번호: 

전화번호:  

설문조사 문항 
1번 문항 

학생이 사용했던 첫 번째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영어 이외의 언어. 2a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영어. 2b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2a번 문항 

학생이 집에 있는 동안 시간의 절반 이상을 

영어 이외의 언어를 듣거나 사용합니까? 

예. 7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4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2b번 문항 

학생이 집에 있는 동안 시간의 절반 이상을 

영어 이외의 언어를 듣거나 사용합니까? 

예. 4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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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항 

학생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4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9번으로 가십시오. 

4번 문항 

학생이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소통을 할 때 그러한 시간의 절반 이상을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예. 7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5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5번 문항 

학생이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아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과 소통을 할 때 그러한 시간의 절반 

이상을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예. 8번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6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6번 문항 

학생이 영어 학습자로 분류되었던 다른 교육구/차터스쿨에서 전학을 왔습니까? 

예. 8번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9번으로 가십시오. 

7번 문항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아래에서 나타내고 8번으로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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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단계: 기록 검토 절차(NJ 담당 직원만 작성할 것 – 참조 필수 ELL 등록 및 

종료 지침, p. 4)로 가십시오.  
가정 내 사용 언어에 관한 설문조사가 끝났습니다.  

 

9. 2단계: 기록 검토 절차로 가지 마십시오.  

가정 내 사용 언어에 관한 설문조사가 끝났습니다. 학생은 영어 

학습자(ELL)가 아닙니다.  

https://www.state.nj.us/education/bilingual/policy/ESSAGuidance.pdf
https://www.state.nj.us/education/bilingual/policy/ESSAGuidanc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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