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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다언어 학습자(Emergent Multilingual Learners: EMLLs) 언어 프로필 

영유아 대상 
뉴욕주 교육부 유아원 학생 신규 다언어 학습자 언어 프로필에서 발췌 

2020 년 8 월 

 

아동 정보(파일 관리용) 

프로필 작성일: 클릭하여 날짜 선택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생년월일 입력(M/D/YYYY) 

프로그램 명:           

학생 ID(해당되는 경우):      

프로필 시행 담당자 이름:        

직책:       

______________ 

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 

신규 다언어 학습자 언어 프로필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은 귀하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자녀의 

언어 경험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집한 정보는 영유아 교육자가 모든 아동의 언어 및 

읽기쓰기를 강화하기 위한 학업적, 언어적 교육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 정보 

학부모 또는 부모 관계의 보호자 성명:        

 

프로필 정보 제공자와 아동의 관계: ☐ 어머니   ☐  아버지  ☐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어떤 언어로 받고자 하십니까?  ☐ 영어 ☐ 기타 가정 언어:       

  

가정 사용 언어 

1. 각 학부모/보호자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모든 언어 기입) 

      

각 학부모/보호자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2. 가정에 다른 가족이 있나요? (예를 들어 조부모,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 

☐ 예 ☐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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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또는 보호자 정보 

예라면 가족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모든 언어 기입) 

      

가족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모든 언어 기입) 

      

3. 자녀의 주 양육자가 있나요?  ☐ 예 ☐ 아니요 

 

예라면 주 양육자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4.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라면 나이를 명시하고 자녀에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5. 자녀의 언어 사용을 묘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표정, 몸짓, 시선 등으로 의사소통하나요? 옹알이나 

중얼거림) 

      

언어 목표 

6. 자녀의 언어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한가지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를 바랍니까? 

      

7. 자녀를 하나 이상의 언어에 노출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다른 언어의 음악 듣기, 다른 언어의 텔레비전 

시청, 여행 등) 

      

신규 언어 구사 

8.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이야기를 해주나요? ☐ 예 ☐ 아니요 

 

예라면 어떤 언어? 

      

9. 아이에게 동요나 노래를 불러 주나요? ☐ 예 ☐ 아니요 

 

예라면 어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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