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및 보호자님께
부모님의 자녀를 앵커리지 교육구(ASD)에 초기 등록하셨을 때 부모님 설문지(PQ)의 언어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님의 자녀가 영어 학습(ELL)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자녀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 배경이 있는 경우, ASD 는 자녀가 ELL 프로그램의
자격에 합당한 확인과 결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가 이 프로그램의 기준에 계속
적합 한지는 가장 최근 영어 능력 평가로 나타납니다. 이 평가에서 얻은 전체 점수는 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의 시험 이력을 보려면, 학부모 연결 (Parent Connect)에 있는
시험 결과 (Testing Results) 부분에서 확인하십시요.
아래는 ELL 프로그램의 지원 방침에 관한 설명입니다. 앵커리지 학군은 다중 계층 시스템 지원
방침(MTSS) 의 실행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ier I (수업 계층 I): 영어 교육 과정은 ELL 프로그램과 함께 고 단계 언어와 능력을 5 학년
말까지 습득이 가능하게 공동작업으로 고안되었습니다. ELL 초등 지도 교사들은 각 학교에
배치된 교육 지도자들 그리고 교육구 교육 지도자들과 영어 개발에 도움이 되는 언어와
문해력 관행을 모든 학교 구역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서로 밀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Tiers II and III (수업 계층 II 및 III): 각 학교에 배치된 ELL 교사들과 보조 교사들은 ELL
초등학교 지도교사 및 문해력 지도교사들과 공동 협력하에 Tier II 및 Tier III 지원을 목표로
영어 학습자를 위한 학문적 언어와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ELL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에 관한 ASD 정책을 준수하여 영어가 능숙하지 뭇한 장애 학생들을
위해 설정된 목표를 충족시킵니다. 이 안내는 ASD 웹 사이트에 있습니다:

https://www.asdk12.org/domain/1242
ELL 프로그램을 마치려면, 매년 2 월에 제공되는 영어 평가 능력시험, ACCESS, 을 거쳐서
능력수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생의 영어능력 평가시험 기록을 보려면, 학부모 연결 (Parent
Connect)에 있는 테스트 결과 (Testing Results) 부문을 확인하십시요. 프로그램 종료 기준은
알래스카 교육 및 조기 개발부 (DEED)에서 설정합니다.

올해의 종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복합 점수가 4.5 또는 그이상, 그리고
듣기, 읽기 및 말하기 점수들이 4.0 또는 그이상, 그리고
필기 점수가 3.8 또는 그이상 이어야함
궁금한 점, 관심사항, 혹은 이 편지의 인쇄본을 원한다면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또한 한국어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ELL 통역사 요청 전화 742 – 4884 로 문의하십시오.

영어 학습자 프로그램
앵커리지 교육구
학생들이 ELL 서비스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님들은 학생의 학교에 연락해야 합니다. 학생은 영어 능력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매년 영어 능력 평가를 치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