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킨더가튼과 킨더가튼예비킨더가튼과 킨더가튼 
성적만이 아닌 성적표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이 성적표는 학생의 
진전 상황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기 중 계속 교직원과 
소통할 것을 부모들께 권장합니다.

평가 부호평가 부호  

I-I-독자적독자적 - 학생의 수행 능력이, 
이번 분기에 배운 대부분의 수업 
목표에 대해 약간 혹은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W-도움과 함께도움과 함께 – 학생의 수행 
능력이, 이번 분기에 배운 대부분의 
수업 목표에 대해 도움을 받아 
기술과 개념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N-아직 분명하지 않음아직 분명하지 않음  - 학생의 
수행 능력이, 이번 분기에 배운 
대부분의 수업 목표에 대한 
기술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함. 

수행 평가 부호들은 그 분기 
전반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평가에 
근거합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관찰과 공식적 및 비공식적 평가, 
그리고 수업 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1학년과 2학년1학년과 2학년 
성적만이 아닌 성적표 전체를 살펴 
보십시오. 이 성적표는 학생의 진전 
상황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기 중 계속 교직원과 소통할 
것을 부모들께 권장합니다.

평가 부호평가 부호 
I-독자적독자적 - 학생의 수행 능력이, 
이번 분기에 배운 대부분의 수업 
목표에 대해 약간 혹은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W-도움과 함께도움과 함께 - 학생의 수행 
능력이, 이번 분기에 배운 대부분의 
수업 목표에 대해 도움을 받아 
기술과 개념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N-아직 분명하지 않음아직 분명하지 않음 - 학생의 
수행 능력이, 이번 분기에 배운 
대부분의 수업 목표에 대한 
기술과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함. 

수행 평가 부호들은 그 분기동안에 
행해진 다양한 평가를 근거로 
합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관찰과 
프로젝트, 평가시험, 숙제 및 수업 
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3학년부터 5학년3학년부터 5학년 
성적만이 아닌 성적표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수업의 수준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면서 더 
어려워집니다. 성적표는 학생의 
진전 상황을 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기 중 계속 교직원과 
소통할 것을 부모들께 권장합니다.

 • 성적만 보지 마시고 성적표  
  전반에 걸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성적표에 언급된 교사의 의견과 
  수업 수준, 평가 부호 등에 대해 
  이해하십시오. 

 • 숫자로 표시된 것은 학습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 교사와 면담회를 통해 대화 나눌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부호(성적)평가 부호(성적)::

 A - 뛰어난 수준   90-100%
 B  -  높은 수준   80-89%
 C - 양호한 수준  70-79%
 D - 낮은 수준   60-69%
 E  - 낙제  59% 이하

성적은 그 분기 전반에 걸쳐 
시행된 다양한 평가에 근거합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관찰과 프로젝트, 
평가 시험, 숙제 및 수업과제 등이 
포함됩니다.

  학습 태도학습 태도(Learning Behavior)  
  “학습 태도”는 학습에 접하고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된 행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학습 태도의 빈도와 수준은 보고시 고려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 
  hcpss.org/academics/learning-behaviors/를 참고하십시오. 

  보고 부호보고 부호(Reporting Codes):
   1 - 기대치 충족  
   2 - 기대치를 향한 진전을 보임  

   3 - 기대치를 향한 제한적/전무한 진전을 보임   

  학습 수준 부호학습 수준 부호(Instructional Code) 
  학습 수준은 읽기와 수학에만 해당되며 학년 수준에서 기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학생의 수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보고 기간(Reporting Period) – 분기별로 독자적으로 보고됩니다; 제 4분기는 누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기간보고 기간(Reporting Period) – 분기별로 독자적으로 보고됩니다; 제 4분기는 누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석출석(Attendance)  – 주에서 제정한 규범에 따라 정해집니다.

  배치칸배치칸(Placement Box) – 이 부분은 학년말에만 기입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성적표 이해하기자녀의 초등학교 성적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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