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ndix D
PARENT SURVEY AND PROGRAM SELECTION FORM

[SCHOOL LETTERHEAD]
뉴욕시교육청은 학부모님의 참여가 자녀의 교육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설문서는 귀하가 자녀에게 적합한
ELL 프로그램을 선택 (2 페이지 참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히
작성하여 자녀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하나만 선택하시오.
등록 시 작성하신 가정언어 설문서 (HLIS)에 자녀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INSERT HOME LANGUAG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고 기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학교 및 학군/교육구 내 기타 학교에서 제공되는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
이원언어 및 독립적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예’라고 답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교육구 오리엔테이션



학교 오리엔테이션



일대일 상담



전화



기타 (기재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예

아니오

하나만 선택하시오.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비디오를 시청하셨습니까?





정보가 귀하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제공되었습니까?





귀하의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자료가 제공되었습니까?





자녀에게 제공되는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하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학년이 같은 언어 서비스 수혜 자격 학생 수가 충분한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이중언어 반에 배정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자녀의 학교에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군 내 타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다는 내용과 전학시키지
않을 경우 학생은 현 재적학교에 계속 재학하여 독립적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반에 임의
배정된다는 내용을 제공받으셨습니까?





자녀의 배정은 한 학년 전반에 걸쳐 계속된다는 내용을 제공받으셨습니까?





자녀가 더 이상 언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귀하가 선택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는 내용을 제공받으셨습니까?





반이 결정될 때까지 자녀는 연령에 따라 10 일 이하 동안 임시 배정된다는 내용의
정보를 받으셨습니까?

만약 ‘아니오’ 라고 답하셨으면 왜 정보를 못 받으셨는지 기재해 주십시오.
 제공되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

 제공하지 않았음
 기타 (기재하십시오):

T&I177 D (Korean)

예

아니오





하나만 선택하시오.
보충 세션이 제공되었습니까? 만약 ‘예’ 라고 답하셨으면 언제 제공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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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선택:

학생 성

학생 이름

생년월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학년

학급

희망하는 순서로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첫번째 희망 프로그램에는 “1”, 두번째는 “2”, 세번째는 “3”)
과도기적 이중언어 교육(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이원언어 (Dual Language)
독립적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Freestand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선택을 하지 않거나 본 양식을 아래의 날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 자녀는 참여 학생수가 충분할 경우
과도기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독립적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임의 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프로그램은 자녀의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제 자녀는 독립적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임의 배정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보호자 이름

주소 (Apt.# 포함)

낮에 가능한 전화번호

저녁에 가능한 전화번호

서명

날짜

제출 마감일

T&I177 D (Korean)

[INSERT DATE]

접수담당

[DROP-OFF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