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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성적 향상 보고서 

 
이 초등부 성적 향상 보고서는 뉴튼 초등학교 학생의 성적 향상 및 수행성과 보고 

절차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에 포함되는 것에는 두 번의 회의와 두 번의 성적 향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귀 자녀의 교사와 함께 하는 회의는 10월이나 11월 그리고 

3월이나 4월에 있습니다.  두 번의 성적 향상 보고서는 1월 및 6월에 발송됩니다.  

이 보고서를 받을 무렵이면, 귀하께서는 이미 귀 자녀의 교사와 첫 번째 회의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인쇄된 이 첫 번째 성적 향상 보고서에서는 각 과목 영역의 학습 

기준과 기대,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 그리고 노력에 있어서 귀 자녀의 성적 향상에 대해 

기술합니다.  
 

성적 향상 보고서는 뉴튼 공립학교 기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이는 매사추세츠주 

커리큘럼 체제에 맞게 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적 향상 보고서의 항목들이 기준이나 

학습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목마다 너무나 많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기술과 개념들만을 이 성적 향상 보고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과목 영역의 조직 방식이 반영되어 있는 가닥 혹은 영역 안에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보고서 카드 항목들 안에 여러 개의 기준 혹은 학습 기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학년 시기이건 상관 없이, 귀 자녀의 성적 향상은 학습 

기대에 따라 측정되며 학급 혹은 학년 내 다른 학생들과 비교되어 측정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성과 지표 

성적 향상 보고서에는 수행성과를 지시하는 등급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4점 

등급으로, 학문적 수행성과를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다른 하나는 3점 등급으로,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 그리고 노력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수행성과 수준:  
         귀 자녀의 수행성과 수준은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4, 3, 2, 1로 표기됩니다. 

 
수준 학생 수행성과 기술 

4 지속적으로 기준을 능가함. 
3 본 학년 현재 기준 기대에 부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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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을 향하여 진보하고 있지만, 본 학년 현재 기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 
1 기준을 향하여 제한되게 혹은 비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음. 

N/A   평가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음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노력: 

이 3점 등급(3, 2, 1)은 성적 향상 보고서에서 귀 자녀의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 

기준 진보의 수준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또한 귀 자녀가 학문적 

영역에서 행한 노력을 기술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수준 기술 

3 항상   
2 가끔 
1 거의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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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튼 공립학교 
성적 향상 보고서 2014-2015 

 
초등학교  학생:   교사: 

 
 

이 성적 향상 보고서는 매사추세츠주 교육부 커리큘럼 체제 및 뉴튼시 기준과 관련하여 

학부모/보호자에게 학생의 성적 향상을 알리는 뉴튼 공립학교 보고 체계의 

일부입니다.  학생의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도 또한 보고됩니다. 
  
 
뉴튼의 보고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1. 가을(10월이나 11월) 및 봄(3월이나 4월)의 학부모 회의 

2. 1월 및 6월의 성적 향상 보고서 

 

 

   

 수행성과 수준 개인적 및 사회적 성장 

   노력 수준 

  
3 or U 항상 

2 or S 가끔 

1 or R 거의 안함 

 
 
 

 
출석  1월  6월 

출석일   
결석일   
지각일   

 

 
  교사 서명:   

 

  학부모/보호자 서명:           

 

4 지속적으로 기준을 능가함. 
3 본 학년 현재 기준 기대에 부합함.   
2 기준을 향하여 진보하고 있지만, 

본 학년 현재 기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함. 
1 기준을 향하여 제한되게 혹은 

비지속적으로 진보하고 있음.  
N/A 평가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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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튼 공립학교 
성적 향상 보고서 2014-2015 

 
초등학교  학생:   교사:  

 
 

개인적 및 사회적 1월 6월  과학 및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1월 6월 

자기 통제 및 문제 해결    핵심 개념   
다른 사람과의 상호활동 및 타인 존중    기술 및 안전성   
공부 습관    실습   
 노력     시각 예술   
영어 언어 기술    기술 발달 및 예술의 기초들   
문학 읽기    비판적, 창조적 사고   
정보 텍스트 읽기    노력 및 참여   
기본 기술    음악   
쓰기    수행 기술   
말하기 및 듣기    음악적 해독력   
언어    음악에 대한 반응   
역사 및 사회과학    노력   
기술    체육, 보건 및 건강   
개념      신체 활동에서 개인적 및 사회적 발달   
조망수용    필수 운동 기술 발달   
수학    노력    
연산 및 대수적 사고    보건 관련 신체적 적합성 및 건강에 운동 개념 적용   
수와 연산   
기하학, 측정 및 데이터       
문제 해결 및 수학적 실습       
       
1월 논평 
 

 6월 논평 
 
 
 
 
 
 
 

   
Page 4 of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