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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ver의 초기 캘리포니아주 영어 능숙도 평가(ELPAC) 

 학부모/보호자님 귀하:
ANDOVER L. MASSACHUSETTS
123 MAIN ST
YOUR CITY, CA 99999-1234

학생 번호: 9999992022
생년월일: 03/02/2013
학년: 유치원
시험 일자: 06/14/2021
학교명: California Elementary School
LEA: California Unified
CDS: 99999910000000

Andover의 종합 점수 및 수행 
수준

레벨

2
종합 점수:
400

종합 수행 수준:
중급 영어 학습자

자녀의 점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ndover은(는) 최근 영어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여부를 확인하는 ELPAC 초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Andover의 영어 능력은 중급이며,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ndover은(는) 이번 봄에 영어 능력 
개발의 진척도를 측정하는 ELPAC 종합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녀의 ELPAC 결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문의해 주십시오.

ELPAC 초기 평가란 무엇이며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평가는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ELPAC 초기 평가를
통해 학생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고,
전 교과목 수업을 받는 동안 필요 시
학생이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결정하게 됩니다.

학부모/보호자를 위한 참고 자료
"Starting Smarter" 웹사이트 
(https://elpac.startingsmarter.org/) 에서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성적표에 대한 이해
• 샘플 테스트 문항 확인
• 자녀의 학습 지원을 위한 무료 자료 찾기
• 학부모를 위한 ELPAC 안내서 보기

Andover의 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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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수행 
수준

중급 영어 학습자

종합 점수:
400

= 구어
귀하의 자녀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 문어
귀하의 자녀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각 수준별 학생들의 영어 능력

초기 영어 능숙자 수준 (450–600)

이 수준의 학생들은 영어 구어와 문어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급 영어 학습자 수준 (370–449)

이 수준의 학생들은 영어 구어와 문어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학습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친숙한 주제에 대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낯선
주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는 
이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초급 영어 학습자 수준 (150–369)

이 수준의 학생들은 영어 구어와 문어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알고 있는 단어와 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구 및 주의 전체 결과는 "캘리포니아 평가 시험 결과" 웹사이트 
(https://caaspp-elpac.cde.ca.gov/)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 2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