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디애나 다국어 능력 증명서 
 

인디애나 다국어 능력 증명서는 학생이 영어를 포함해서  그 외 다른 외국어 능력이 대학과 

직장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고등학교 성적표에 표시하는 증명입니다. 

목적 

인디애나 다국어 능력 증명서는 아래 열거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 다양성의 가치를 확인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 

• 공립학교에서 세계 언어 및 고유 언어 교육의 가치를 인식. 

• 21 세기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 

• 다국어 능숙도 달성 인증. 

• 고등 교육 기관에게 입학 지원자를 인정하는 추가 방법을 제공. 

• 주, 국가 및 국제 고용주에게 언어 및 다국어 능숙도 기술을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 

자격 요건 

학생은 다국어 능력 증명서 수료를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영어/언어학으로 8 학점 이상을 이수 

• 졸업 자격 시험에 합격 [ISTEP 10 학년 ELA] 

• 코스 워크 또는 능숙도 입증을 통해 세계 언어 과목 중 한 과목을 6 학점 이상 취득 

** 학생이 이미 세계 언어에 능숙한 경우, 세계 언어 능력 평가시험에서 중 상급 점수를 

받으면 그 점수로 코스 워크 대신 그 언어 능숙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은 

세계 언어 6 학점을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재학중 언제든지 이 평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세계 언어 능력 평가시험에서 중-상급 수준의 성적으로 합격.  

 
시작하는 방법 : 

이 증명서를 받기를 원하는 고등학생은 다국어 능력 증명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갗추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제출된 참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정된 언어능력 평가 



시험 (AP, STAMP 4S, WorldSpeak, ALTA, SLPI) 중 하나를 치러야 할 학생들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1. 다국어 능력 증명서 수료를 위해 선택한 각 언어당 아래 참가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2. 요구되는 언어 능력 평가 시험을 응시를 위한 등록을 하십시오. 

** 학식 수급 대상 학생은 학교측에서 필요한 시험 등록을 해 줄 것입니다. 

3. 언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 최하로 요구한 합격 점수를 받습니다.  

 

     

     

 

언어 능력 평가 시험 정보 

2020-2021 학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언어 평가 시험 선택이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선택하여 다국어 능력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식 수급 대상 학생은 시험 등록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기간 

• 가을 학기: 2020 년 9 월 21 일 – 10 월 30 일 

• 봄 학기: 2021 년 1 월 19 일- 4 월 2 일 

시험 방법  

• 일부 테스트에는 집에서 원격 테스트로 가능하며 추가 등록 비용을 내야 할 것입니다. 

 
AP ($94) 

최소 조건: 전체 테스트 (4 점 또는 5 점) 

언어: 중국어 (간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라틴어, 스페인어  

 

STAMP 4S by Avant ($19.90 / 섹션당 재시험 비용: $5.00) 

최소 조건: 각 언어 분야에서 최소한 중 상급 수준 (6 점). 평균점수는 허용되지 않음. 

 

집에서 원격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학생들은 4 종류의 테스트를 모두 한 번에 치러야합니다.  

약 3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수수료 $ 10 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참가 신청서 제출 

https://docs.google.c

om/forms/d/e/1FAIp

QLSdtz6S8sbMGXg-

np66ndNTazEJmNIxY

T8QNUI6GvrwHsrlhp

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z6S8sbMGXg-np66ndNTazEJmNIxYT8QNUI6GvrwHsrlhp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z6S8sbMGXg-np66ndNTazEJmNIxYT8QNUI6GvrwHsrlhp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z6S8sbMGXg-np66ndNTazEJmNIxYT8QNUI6GvrwHsrlhp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z6S8sbMGXg-np66ndNTazEJmNIxYT8QNUI6GvrwHsrlhp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z6S8sbMGXg-np66ndNTazEJmNIxYT8QNUI6GvrwHsrlhp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z6S8sbMGXg-np66ndNTazEJmNIxYT8QNUI6GvrwHsrlhp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z6S8sbMGXg-np66ndNTazEJmNIxYT8QNUI6GvrwHsrlhpA/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tz6S8sbMGXg-np66ndNTazEJmNIxYT8QNUI6GvrwHsrlhpA/viewform


언어: 아랍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브리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전통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Avant 에관한 보충정보 웹사이트 

샘플 테스트 

 

응시자안내서 

• Test Taker Guide (응시자 안내) 

• Power Up Guide (파우어 업 가이드) 

• Benchmark & Rubric Guide (벤치마크 및 루브릭 가이드) 

• Test Taker/Parent Guide (응시자/학부모안내) 

모든 사용자 안내서 

  

WorldSpeak by Avant ($49.90 / 섹션당 재시험 비용: $10.00) 

최소 조건: 각 언어 분야에서 최소한 중 상급 수준 (6 점).  평균점수는 허용되지 않음. 

 

집에서 원격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학생들은 4 종류의 테스트를 모두 한 번에 치러야합니다.  

약 3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수수료 $ 10 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언어: 암하라어, 아르메니아어, 친어, 체코어, 영어, 필리핀어, 아이티-크리올어, 몽고족어, 일로 

카노, 마라티어, 사모아어, 소말리아 마이 마이어, 소말리아 마아어, 타밀어, 텔루구어, 터키어, 

우르두어, 베트남어, 에피크어 

 

 

 

  Avant 온라인 등록 

Avant 테크놀러지 체크 

STAMP 4S 테스트 웹사이트 

  Avant 온라인 등록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stamp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stamp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stamp4s/test-taker-guide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stamp/power-up-guide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stamp4s/benchmark-rubric-guide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stamp4s/test-taker-parent-guide
https://avantassessment.ecwid.com/#!/Monroe-County-Community-School-Corporation/c/42814360/offset=0&sort=normal
https://avantassessment.ecwid.com/#!/Monroe-County-Community-School-Corporation/c/42814360/offset=0&sort=normal
https://app.avantassessment.com/tech-check
https://app.avantassessment.com/test
https://avantassessment.ecwid.com/#!/Monroe-County-Community-School-Corporation/c/42814360/offset=0&sort=normal
https://app.avantassessment.com/tech-check
https://app.avantassessment.com/tech-check
https://app.avantassessment.com/test
https://avantassessment.ecwid.com/#!/Monroe-County-Community-School-Corporation/c/42814360/offset=0&sort=normal
https://app.avantassessment.com/tech-check
https://app.avantassessment.com/test
https://app.avantassessment.com/test
https://avantassessment.ecwid.com/#!/Monroe-County-Community-School-Corporation/c/42814360/offset=0&sort=normal
https://app.avantassessment.com/tech-check
https://app.avantassessment.com/test
https://avantassessment.ecwid.com/#!/Monroe-County-Community-School-Corporation/c/42814360/offset=0&sort=normal
https://avantassessment.ecwid.com/#!/Monroe-County-Community-School-Corporation/c/42814360/offset=0&sort=normal


 
 
 
 
 

Avant 관한 보충정보 웹사이트 

샘플 테스트 

응시자 안내서 

• Test Taker Guide (응시자 안내) 

• Power Up Guide (파우어업 가이드) 

• Benchmark & Rubric Guide (벤치마크및 루브릭 가이드) 

All User Guides (모든사용자 안내) 

  

ALTA ($132) 

최소 조건: 말하기, 듣기, 쓰기 (ILR Scale – 1+) 

언어: 아프리칸스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제르바이잔어, 발루치 

(서양식), 밤바라어, 벵골어, 보스니아어, 불가리아어, 버마어, 캄보디아어, 광동어 (전통체), 

처크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다리어, 네덜란드어, 에스토니아어, 에웨어, 아칸어 

(Akan), 핀란드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캐나다), 풀라니어 (Fulani), 가어, 독일어, 그리스어 

(현대), 구자라티어, 아이티-크리올어, 하우사어, 히브리어, 힌디어, 몽족, 헝가리어, 이보, 

일로카노어, 인도네시아어 , 이탈리아어, 자메이카 Patois, 일본어, 카자흐어, 킨야완다어, 

한국어, 쿠르드어 (Kurmandji), 쿠르드어 (Sorani), 라오스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케도니아어, 말레이어, 말라얄람어, 중국어 (간체), 몽골어, 네팔어, 노르웨이어, 오로모어, 

파슈토어 , 페르시아어 (Farsi),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브라질), 포르투갈어 (포르투갈), 펀잡어 

(동부), 펀잡어 (서부),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싱할라어, 슬로바키아어, 소말리아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대만어 

(전통체), 타지크어, 타밀어, 텔루구어, 태국어, 티베트어, 티그리냐어, 터키어, 투르크멘어, 

트위어 (Akan), 우크라이나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월로프어, 요루바어 

Preparing for Your Test (시험준비) 

  
SLPI ($140) 

최소 조건: 전체 인터뷰 (중급위 / 고등급) 

언어: 미국 수화 

Avant 테크놀러지 체크 

WorldSpeak 테스트 웹사이트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worldspeak/test-taker-guide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stamp/power-up-guide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worldspeak/benchmark-rubric-guide
https://cymbals-hyperboloid-n6p3.squarespace.com/guides
https://www.altalang.com/language-testing/preparing-for-your-test/
https://app.avantassessment.com/tech-check
https://app.avantassessment.com/test
https://app.avantassessment.com/test


 

보충자료 

• MCCSC Certificate of Multilingual Proficiency Flyer (MCCSC 교육청 다 언어 

능력 증명서 안내) 

• 다 언어 능력 증명서 취득 가능한 언어 목록 

추가 문의는 각 학교의 카운슬러나 전춘현, cjeon@mccsc.edu 로 연락주십시오. 

 

https://www.mccsc.edu/cms/lib/IN01906545/Centricity/Domain/1607/Flyer_Certificate%20of%20Multilingual%20Proficiency%202020-21.pdf
https://www.mccsc.edu/cms/lib/IN01906545/Centricity/Domain/1607/Flyer_Certificate%20of%20Multilingual%20Proficiency%202020-21.pdf
https://www.mccsc.edu/cms/lib/IN01906545/Centricity/Domain/1607/Flyer_Certificate%20of%20Multilingual%20Proficiency%202020-21.pdf
https://www.mccsc.edu/cms/lib/IN01906545/Centricity/Domain/1607/Languages-Available-for-CoMP_2020-21.pdf
https://www.mccsc.edu/cms/lib/IN01906545/Centricity/Domain/1607/Languages-Available-for-CoMP_2020-21.pdf
https://www.mccsc.edu/cms/lib/IN01906545/Centricity/Domain/1607/Languages-Available-for-CoMP_2020-21.pdf
mailto:cjeon@mccsc.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