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리포니아 영어 능숙 평가 

(ELPAC)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과도기 유치원 

(TK)부터 12 학년 사이의 

학생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학업 및 대화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테스트이다.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 (FAQ) 
 

 

Q: ELPAC의 목적은 무엇인가? 

 

A: 캘리포니아 주 교육구는 영어 이외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과도기 유치원 

(TK)부터 12 학년 사이의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 능숙(ELPAC) 주 테스트를 

치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Q: 학부모/후견인은 그들의 자녀를 ELPAC 

테스트 제외를 선택할 수 있는가? 

A: 안된다. 학부모/후견인은 그들의 자녀를 

ELPAC 테스트 제외를 선택할 수 없다. 주 

및 연방법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능숙도를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Q: 어떤 학생들이 ELPAC 을 치르도록 

요구되는가? 

A: a) 가정 언어 설문조사에서 결정된 영어 

이외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이며 전에 

ELPAC 을 치르지 않은 학생 그리고 이전에 

영어학습자 (EL)로 분류되지 않았던 

학생들은 반듯이 ELPAC 최초 평가 (IA)를 

치뤄야 한다.     

b) ELPAC 최초 평가 (IA)를 통해 EL 로 

지정된 학생들은 영어 유창으로 재분류될 

때까지 매년 ELPAC 총괄적 평가 (SA)를 

치를 것이 요구된다.    

 

 

ELPAC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교육부 ELPAC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cde.ca.giv/ta/tg/ep  

또는 ELPAC 교육용 테스트 서비스 

웹페이지: http:/www.elpac.org/ 

구체적인 테스트 정보와 날짜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 전문교사와 

연락하도록 또한 권고된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부서  
223 N.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내선 1457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http://www.cde.ca.giv/ta/tg/ep


 

 

 

 
 

ELPAC  준비를 위해 학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학부모들은 그들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자녀를 돕기 위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매일 영어로 자녀에게 읽어주거나 자녀가 

귀하에게 읽어주도록 한다. 
 

√  그림을 사용하여 자녀가 그림에서 보는 

것 또는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영어로 

말하도록 요구한다.    
 

√. 자녀는 영어 학습 분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어느 분야에서 가외의 

도움이 필요한지 자녀 교사와 대화한다.   
 

√. 자녀와 함께 테스트에 대해 논의하고 

자녀가 ELPAC 을 치르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확실히 한다. 
 

√  자녀가 ELPAC 테스트 문제 유형에 

익숙해 지도록 ELPAC 연습 테스트를 

치르게 한다. 학생이 테스트에서 기대되는 

것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 이들은 

영어에서 자신이 알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잘 보이도록 준비할 것이다.     
 

ELPAC 연습 테스트 웹사이트 주소: 
 

https://www.elpac.org/resources/practicetests/ 
                         

                           

                                 

 

ELPAC 이란 무엇인가? 
 

캘리포니아 영어 능숙 평가 (ELPAC)는 

영어 능숙성 (ELP)을 정하기 위한 의무적인 

주 테스트이다. 이것은 영어 이외 언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에게 주어져야만 된다. 

캘리포니아와 연방법은 지방 교육기관들은 

자격이 있는 과도기 유치원부터 12 학년 

학생들에게 ELP 주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9-20 행정 학사년부터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영어 능숙 총괄적 테스트, 

ELPAC 은 컴퓨터 중심의 테스트 

플렛폼으로 실시될 것이다. 가용한 ELPAC 

연습 및 훈련 테스트는 학생, 학부모/후견인 

및 가족이 컴퓨터 중심의 테스트 플렛폼과 

함께 각각의 학년 또는 학년 구간에서 실제 

시험에서 볼 수 있는 테스트 질문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허용한다.      
 

ELPAC 은 특별한 필요가 요구되는 학생이 

포함된 학생들이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알고 있으며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이도록 고안된 것이다. ELPAC 은 시청력 

및 신체적 접근을 방해하는 장벽을 

해소하는 테스트 접근 자원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알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이도록 허용한다.             
 

ELPAC 테스트에는 무엇이 있는가? 

 

ELPAC 에는 학생의 영어 능숙 수준을 

평가하는 4 분야의 다른 테스트가 있다.  

4 분야 테스트는 다음과 같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ELPAC 은 2012 캘리포니아 영어 개발 

표준에 맞추었으며 다음과 같이 별개의 

다른 2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 ELPAC 

 

무엇: 최초 평가는 영어를 배우는 학생인지 

아니면 영어에 능숙한 학생인지 판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누가: 이전에 ELPAC 을 치르지 않았고 

전에 영어학습자로 분류된 적이 없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  
 

언제: 학생이 학교 등록을 하는 경우, 30 일 

안에 최초 평가가 주어진다.  
 

ELPAC  총괄적 평가  
 

무엇: 연례 총괄적 평가는 영어학습자의 

영어 학습 진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학생의 영어 능숙 수준 판별을 위한 것이다.   
 

누가: 최초 평가에서 영어학습자로 판별된 

학생들.   
 

언제: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영어 능숙으로 

재분류 될 때까지 매년 봄 2 월부터 5 월 

사이에 총괄적 평가가 주어진다.   
 

영어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판별하는 것은 그들이 학교에서 잘 하고 

완전한 교과과정 접근을 위해 필요한 

가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하다. 영어학습자 학생들은 매년 학습 

진도를 측정하기 위해 ELPAC 총괄적 

평가를 치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