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봄, 귀 자녀는 영어 언어(English language arts, ELA)/문해 및/또는 수학 과목의 주 전역 평가를 
치렀습니다. 연례 평가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며, 이는 ELA 및 수학에서의 자신감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쓰기, 문제 해결 및 그 밖의 기초 기능들입니다.

곧 귀 자녀가 완료한 각 평가에 대한 성적표를 해당 학교로부터 받아보시게 됩니다. 본 가이드는 자녀의 
성적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며 자녀가 다음 학년도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녀의 성적표를 받지 못하신 경우, 2021-22학년도에 자녀가 재학한 
학교에 연락해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점수와 학군 및 주 평균은 올해 예상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업과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며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감염병이 발발한 이후 처음 주 전역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결과는 학업적 회복을 지원하고,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성취도 기준을 수립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학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평가 성적만으로 자녀의 전체 학업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성적표 
점수, 교실 수행, 교사 피드백 등 몇 가지 측정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모두 합쳐야 학교에서 자녀의 진척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 내에서 연례 평가는 학부모와 자녀의 교사들이 
ELA와 수학 과목의 주 내용 표준에 대해 지난해 자녀가 이룬 진척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또한 평가는 학교가 모든 학습자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ELA 및 수학 성적은 잘하고 있는 분야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알아볼 수 있게 세분됩니다. 
내년에도 교사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필요할 때 추가적인 지원이나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도 가정에서 학습 시간에 집중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고 각자 꿈과 장래희망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질문이 있거나 평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osse.dc.gov/parcc를 방문하거나 자녀의 담당 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OSSE는 모든 학생이 학습을 통해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자녀의 성공을 위해 여러분과 
협조하는 기회를 감사하게 여깁니다.

감사합니다.

Dr. Christina Grant 
DC 주교육감(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How	Did	Scott	Perform	on	This	Math	Assessment?

This	section	shows	your	student's	overall	score	on	the	assessment.	This	overall	score	determines	which	performance	level
your	student	is	in.

Performance	Level

Level	4

Score

760

Students	who	score	in	Level	4

met	expectations

for	Grade	7	Math	learning	standards.

Level	1	Did	Not	Yet	Meet	Expectations

Level	2	Partially	Met	Expectations

Level	3	Approached	Expectations

Level	4	Met	Expectations*

Level	5	Exceeded	Expectations*

*Levels	4	&	5	indicate	being	on	track	for	the	next	grade	level	course	and	on	track	to	leave	high

school	college	and	career	ready

Want	to	know	more?

Turn	to	the	next	page	to	learn	about	how	Scott	performed	on	key

areas	of	the	assessment	and	how	Scott's	results	compare	to	those	of

other	students.

Mathematics

Scott	Testtaker

Anywhere	Middle	School

Grade	7	Math	Assessment	Results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About	This	Assessment

Scott	took	the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

(PARCC)	assessment	in	Mathematics	(Math)	in	Spring	2022.	PARCC	asks

students	to	think	critically,	solve	problems,	and	respond	to	questions	that

measure	the	knowledge	and	skills	needed	for	success	in	this	grade	or	course,

and	ultimately	in	college	and	careers.	These	results	are	one	of	several	ways	to

understand	Scott's	needs	and	strengths.	Based	on	this	information,	families

may	work	with	teachers	and	schools	to	identify	resources	to	provide	their	child

support.	Schools	may	use	the	information	in	this	report	to	better	plan

instruction	and	enrichment	for	students	in	the	coming	year.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is	report,	please	talk	to	Scott's	teacher	or

principal	or	contact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at	(202)	724-4593.	If

you	have	questions	about	the	PARCC	test,	please	contact	OSSE	at	(202)	719-

6500.

How	Can	You	Use	This	Report?

This	report	will	help	you	answer	questions	about	the
development	of	Scott's	skills:

How	did	Scott	score?

What	are	Scott's	strengths	and	areas	for	improvement	in	this

subject?

How	did	Scott's	score	compare	to	that	of	other	students?

1

2

성적표 세목: 앞면

본 가이드는 자녀의 성적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자녀가 다음 학년도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1) 평가 설명

성적표 상단에 평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단락 하단에는
성적표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습니다.

2) 자녀의 전반적인 수행 수준은?

자녀의 점수는 5가지 수행 레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수행 레벨은 자녀가 학년 수준에 대
한기대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레벨 4 또는 5는 귀 자녀가 해당 과목의 기대치
를충족하거나 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음 학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
다.레벨 4 아래 점수를 받은 학생은 학년 수준 역량과 지식을 여전히 개발 중일 수 있습니다.



Grade	7	Math	Details Performance	Level

Level	4

How	Did	Scott	Perform	On	Key	Areas	of	the	Assessment?

Students	who	performed	at	Level	4	overall	on	this	assessment	met	learning	expectations	and	are	likely	prepared	for	the	next	grade	or	course.	This

section	shows	if	your	child	performed	about	the	same	as	students	who	met	or	exceeded	expectations,	approached	expectations,	or	did	not	yet	meet	or

partially	met	expectations	for	each	key	part	of	the	assessment.

Major	Content

Proportions,	operations	with
rational	numbers,	algebra

Meets	or	Exceeds

Additional	&	Supporting

Content

Circumference,	area,
volume,	statistics,

probability

Meets	or	Exceeds

Expressing	Mathematical

Reasoning

Justify	solutions	and
analyze/correct	others'

reasoning

Nearly	Meets

Modeling	&	Application

Represent	and	solve
problems	using	symbols	and

tools

Nearly	Meets

	Meets	or	Exceeds	Expectations	 	Nearly	Meets	Expectations	 	Below	Expectations

How	Did	Scott's	Performance	Compare?

	Scott	scored	better	than	71%	of	students	in	Anywhere	Middle

School	who	took	the	Grade	7	Math	test.

	Scott	scored	better	than	66%	of	students	in	District	of	Columbia

Public	Schools	who	took	the	Grade	7	Math	test.

	Scott	scored	better	than	75%	of	students	in	DC	who	took	the	Grade

7	Math	test.

What	Is	Next?

Bring	this	report	to	your	next	conference	with	your	student's

teacher.	You	can	ask	Scott's	teachers:

What	is	Scott	learning	in	math	this	year?

How	is	Scott	doing?

How	can	I	use	this	information	to	work	with	Scott	this	year?

What	resources	should	I	use	to	support	Scott?

Where	Can	You	Find	More	Information?

How	Scott's	school	and	other	schools	scored:

Visit	www.OSSE.dc.gov/parcc,	or	call	OSSE	at	(202)	719-6500

How	the	test	is	designed	and	what	it	measures:

Visit	www.OSSE.dc.gov/parcc,	or	call	OSSE	at	(202)	719-6500

How	families,	educators,	and	schools	use	these	reports:

Visit	www.OSSE.dc.gov/parcc,	or	call	OSSE	at	(202)	719-6500

3

4

5

성적표 세목: 뒷면

3) 구체적인 지식과 역량에 대한 자녀의 학습 정도는? 

학생들은 강점 분야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몇몇 영역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받아봅니다. 이 섹션은 자녀가 평가의 각 주요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 또는 초과했거나, 
기대치에 근접했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한 학생과 얼마나 유사하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 다른 학생과 비교한 자녀의 

수행 수준은? 

본 성적표는 학교 수준, 지역 
교육 기관 수준 및 특별구 내에서 
또래와 비교해 자녀의 수행 수준을 
보여줍니다.

5) 다음 단계는?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정보는 학생의 수행을 측정하고 또 역량 구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섹션은 자녀의 수행에 대해 담당 교사에게 물어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자료 및 지원

아래는 귀 자녀가 ELA 및 수학 분야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몇 가지 자료와 
더불어 자녀의 담당 교사와 성적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유용한 정보입니다.
DC의 PARCC 점수 또는 PARCC 평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PARCC 평가와 공통 핵심 주 표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OSSE.dc.gov/parcc: 성적표, PARCC 평가 및 공통 핵심 주 표준에 대한 DC 특정 정보
• OSSE.dc.gov/parcc:  내 자녀의 학교와 DC 내 다른 학교들 간의 수행 정도에 대한 정보          
• OSSE.dc.gov/parcc :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평가 및 자원 관련 정보         
• DC.mypearsonsupport.com/practice-tests/: 3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와 샘플 문항 제공.
• CoreStandards.org:  공통 핵심 주 표준에 대한 상세 정보

자녀의 시험 결과를 알고 난 지금,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자녀의 학업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 평가를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는 용도로만 의도된 유용한 도구입니다. 
OSSE 및 DC는 유익한 추천 정보가 될 정도로 해당 자료를 보증 및/또는 후원하지 않습니다.
• GreatSchools.org는 콘텐츠와 학년별 동영상을 제공하므로 집에서 자녀와 수업 및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BeALearningHero.org에는 학년, 과목 및 콘텐츠 영역에 기반한
• DC 맞춤형 자료인 스킬 빌더(Skills Builder) 페이지와 학습 도구(Learning Tools) 페이지를 

비롯해 학부모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부모님들이 전문가입니다. 아래는 자녀와 시험 점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 시험 점수는 수행을 측정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입니다.
• 강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 성장이 필요한 분야를 다룰 전략(예: 온라인 연습, 교사와 협업)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자녀의 교사와 점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아래는 자녀의 교사와 대화를 나눌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 올해 수학에서 우리 아이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읽기에서는? 
• 수학 수업에서 우리 아이의 수행은 어느 수준인가요? 영어 언어에서는?
• 우리 아이가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학교와 집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은 

무엇인가요?               
• 선생님께서 관찰하신 바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에게 성장이 필요한 분야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