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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께,  
 
캘리포니아 영어 언어 개발 테스트는 (CELDT) 매년 영어 능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리고 재분류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본 서신은 자녀가 CELDT RETEST 평가 시험을 치르러야 하는 앞으로 있을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영어 학습생인 귀하의 자녀는 2016-17 학년도에 치른 CELDT 에서 
종합 점수 4 또는 5 그리고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 영역에서 3 이상의 통과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조사 및 데이터에 의하면, 처음으로 학교를 등록한 후 5년 이내에 재분류된 학생은 모든 A-
G 필수조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영어 학습생의 성공적인 A-G 졸업 
필수조건 완성을 위해, 유자격 2-12 학년의 영어 학습생들에게 CELDT RETEST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테스트  날짜: 2017년  10월  16일  – 11월  15일  
     
이 테스트의 결과는 재분류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CELDT RETEST 테스트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치른 후 약 6-8 주 후에 자녀의 CELDT 
RETEST 평가 결과를 받게 됩니다. CELDT RETEST 결과는 기밀 사항이며 학생의 교사 및 
부모/보호자와 공유됩니다. 보고서에는 종합점수 그리고 각 영역에 자녀가 받은 성취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및 쓰기.  
 
귀하의 자녀가 이 기회를 통해 재분류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성공한 경우, 귀하의 자녀는 자녀의 
학교로부터 재분류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영어 능숙생으로 언어 재분류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CELDT 테스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캘리포니아 
교육부 CELDT 웹페이지 http://www.cde.ca.gov/ta/tg/el/의 “Students and Parents”  탭을 
검색하십시오. 자녀가 CELDT RETEST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면, 자녀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Dr. Frances Gipson      Hilda Maldonado 
최고 학업 책임자      상임 디렉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