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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언어 설문조사 

자녀에 대한 이 언어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통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식별 할 수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교육부의 언어 설문 조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학교 등록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학교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이름:     생년월일 :         반: 

1. 학생이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네  /  아니오  /  조금 /  아주 조금   (하나에 동그라미로 표시) 

2. 학생이 어떤 언어(들)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하기 ______________________   읽기 ________________________   쓰기 _______________________

3. 아래에 기재된 사람들이 학생과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a. 어머니 / 보호자    네 / 아니오 사용하는 언어(들)?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자주  /  가끔  /  전혀 

출생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

b. 아버지 / 보호자    네 / 아니오 사용하는 언어(들)?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자주  /  가끔  /  전혀 

출생 국가 _________________________

c. 조부모    네 / 아니오 사용하는 언어(들)?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자주  /  가끔  /  전혀 

d. 형제자매    네 / 아니오 사용하는 언어(들)?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자주  /  가끔  /  전혀 

e. 보호자 (만약 있으면)  네 / 아니오 사용하는 언어(들)?    

집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  자주  /  가끔  /  전혀 

4. 어떤 언어(들)을 사용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자녀가 형제자매에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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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인터뷰 중에 통역사가 필요하십니까?
 

부 네/아니오    모     네/아니오  

6. 학교에서 나가는 영어 통지문을 이해 할 수 있습니까? 네   /   아니오

7. 학생이 호주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   아니오  

a. 학생의 출생 국가가 어디입니까?

b. 학생이 호주에 입국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_____/ _____/ ____   (날 /달 / 년) 

c. 학생이 해외에서 거주한 적이 있습니까 ?  네   /   아니오  

‘예’ 라고 답한 경우, 얼마동안 살았습니까?     년       개월 

거주한 나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학생의 호주 거주 상태:    시민권자 /   영주권자/   임시 비자 /   방문 

비자 서브클래스:

8. 학생이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 방학 제외) 네   /   아니오

‘예’ 라고 답한 경우, 얼마동안 체류했습니까?   년    개월 

a. 학생이 해외에서 학교를 다닌적이 있습니까? 네   /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얼마동안 다녔습니까?  년  개월 

재학했던 학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재학했던 나라?

c.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 했습니까? 네 /  아니오 

9. 학생이 이 학교에 오기전에 다른 학교(들)를 다녔습니까?   네 /  아니오

a. ’예’ 라고 답한 경우 재학했던 학교 이름을 기입해 주십시오. (학교 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호주에서 처음 학교에 등록한 날짜 (달/년)은 언제입니까?  __________ 학년?

10. 영어로 진행하는 프리스쿨을 다녔습니까?  네 /  아니오

프리스쿨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간? __________ (년)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 

네/아니오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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