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LPAS 대체 시험은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TELPAS 대체 시험은 다양한 영어 의사소통 
방식을 참작하여 학생들의 특수한 접근성 요구에 부합하도록 했습니다. 본 성적표에는 자녀의 영어 능력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현 
수준을 보다 높이 끌어올리도록 학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소스도 있습니다.

2023년도 TELPAS 대체 시험 성적표(TELPAS Alternate Report Card)

텍사스 영어능력평가시스템 대체시험(TELPAS Alternative)

FIRSTNAME M. LASTNAME 학년: 8
생년월일: 05/28/05 학생 ID: ******9999 지역 학생 ID(Local Student ID): 999999999 교육구:

Mike Morath, 교육국장
능력 레벨

1 인식 2 모방 3 조기 독립 4 독립 발달 5 기본 유창성
이 수준의 학생은 영어 
소리 또는 글자를 
인식하지만 기능적 
능력이 거의 없거나 
전무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수준의 학생은 친숙한 
환경에서 영어와 연결해 
모방하고 일상적인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하지만 상당한 언어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 수준의 학생은 짧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한두 단어로 된 메시지를 
작성하며, 친숙한 
환경에서 언어적으로 
적응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준의 학생은 보다 
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작성하며, 친숙한 
환경에서 언어적으로 
적응된 활동에 
유의미하게 참여합니다.

이 수준의 학생은 보다 
구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고 작성하며 
친숙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 
활동에 참여합니다.

TELPAS 대체 시험 능력 개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5 기본 유창성 3 조기 독립 2 모방 4 독립 발달

999-999.999.1

기본 유창성

5
2023  

4
2022

듣기
REPORTING CATEGORY POINTS ACHIEVED

단어 의미 20 of 20
영어 적용 30 of 30

TOTAL 50 of 50

모방

2
2023  

3
2022

읽기 REPORTING CATEGORY POINTS ACHIEVED
단어 의미 8 of 25
기본 이해 6 of 15
분석 및 평가 7 of 10

TOTAL 21 of 50

조기 독립

3
2023  

4
2022

말하기
REPORTING CATEGORY POINTS ACHIEVED

요약 15 of 35
분석 14 of 15

TOTAL 29 of 50

독립 발달

4
2023  

3
2022

쓰기
REPORTING CATEGORY POINTS ACHIEVED

어휘 및 언어 구조 14 of 20
영어 적용 25 of 30

TOTAL 39 of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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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

2
2023  

3
2022

읽기 REPORTING CATEGORY POINTS ACHIEVED
단어 의미 8 of 25
기본 이해 6 of 15
분석 및 평가 7 of 10

TOTAL 21 of 50(600-703) (704-749) (750-799) (800-848) (849-1000)

726

TELPAS 대체 시험 능력 개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5 기본 유창성 3 조기 독립 2 모방 4 독립 발달

FIRSTNAME M. LASTNAME 학년: 8
캠퍼스:

Page 2

종합 영어 능력
TELPAS 대체 시험 종합 등급

TELPAS 대체 시험 성적표 이해하기

종합 등급이란 종합적인 영어 능력 수준으로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아래의 일반 성적표 이미지를 보면 TELPAS 대체 시험 성적표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리소스

4
2023  Spring 2023: 독립 발달 4

2022  Spring 2022: 독립 발달

TELPAS 대체 시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XXX999
Unique Access Code 온라인에서 자녀의 점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TexasAssessment.gov.

학생의 능력 레벨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능력 레벨

학생의 정확한 점수와 네 가지 역량과 관련된 점수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환산 점수

성적은 주요 내용 범주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고 범주

999-999.999.1

CAMPUSNAMEXXXX 999 보고 날짜: 4월2023 시험 날짜: SPRING 2023

학생의 올해 시험 결과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표시됩니다.

TELPAS 대체 시험 능력

영어 학습을 하는 학생이라면 영어는 물론 모국어의 언어적 기술도 연마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실 경우,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texasassessment.gov/telpas-alt.html.

학부모가 고유 액세스 코드를 이용해 패밀리 
포털에 로그인하면 온라인에서 자녀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포털

온라인에서 자녀의 점수를 확인하려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TexasAssessment.gov.XXX999
Unique Access Code

https://www.texasassessmen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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