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봄, 귀 자녀는 영어 언어/문해(ELA) 및/또는 수학 과목 주 전체 평가를 치렀습니다. 

DC에서는 5년째 연속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해왔으며, 이는 ELA 및 수학에서의 
자신감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쓰기, 문제 해결 및 기타 기초 기술들입니다.

곧 귀 자녀가 완료한 각 평가에 대한 성적표를 해당 학교로부터 받아보시게 됩니다. 본 가이드는 자녀의 
성적표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며 자녀가 다음 학년도에서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표를 받지 못하신 경우, 2018~19학년도에 자녀가 
출석한 학교에 연락해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성적만으로 자녀의 전체 학업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리포트 
카드 성적, 교실 수행, 교사 피드백 등 몇 가지 측정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모두 합쳐야 학교에서 자녀의 
진척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 내에서 연례 평가는 여러분과 자녀의 
교사들이 ELA와 수학 과목의 주 콘텐츠 기준에서 지난해 자녀가 이룩한 진척도를 이루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자녀의 ELA 및 수학 성적을 세분해 잘하고 있는 분야와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년도 자녀의 교사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필요할 때 추가적인 지원이나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학습 시간에 집중하는 데 이 정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이수하고 각자 꿈과 장래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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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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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eul Kang
DC 주 교육감



Scott Testtaker
Anywhere Middle School

7학년 평가 결과
DC 공립 학교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 보고서는 Scott의 역량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
움을 줍니다. 

• Scott의 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이 과목에 대한 Scott의 강점 및 취약점은 무엇입니까? 

• Scott의 점수는 다른 학생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입니까? 

 

수학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십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평가의 주요 영역에 대한 Scott의 성취 정도
를 확인하고 Scott의 결과와 다른 학생들의 결과를 비교해보
십시오. 

이번 수학 평가에서 Scott의 성취도는 어떠합니까? 
이 섹션에서는 평가에 대한 학생의 전체적인 점수를 보여줍니다. 해당 점수는 학생의 성취도가 어느 레벨인지를 결정합니다. 

레벨 4에 해당하는 점수의
학생은 7학년 학습 기준의

기대치를 충족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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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가 소개
Scott은 2019년 봄 학기PARCC(대학 수학 및 진로 능력 평
가 파트너십) 수학 영역 시험을 봤습니다. PARCC는 학생들
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해당 학년이나 과
정,  궁극적으로는 대학과 진로에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식 및 역량을 측정하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결과는 Scott의 필요 및 강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
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정보에 기반하여 가족들은 교사 및 학
교와 함께 협력하여 자녀에게 도움이 될 자원을 파악합니다. 
학교는 이 보고서의 정보를 활용하여 학생을 위한 다음 학
년도 교습 및 수준 강화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 보고서에 대
한 문의 사
이 있는 경우 Scott의 담당교사  혹은 교장과 상담하거나 
DCPS에 (202) 442-5885번으로 연락하십시오. 
PARCC 테스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OSSE에 
(202) 719-6500번으로 연락하십시오.  

레벨 1기대치를 충족하지 않음 

레벨 2 부분적으로 기대치 충족 

레벨 3 기대치에 근접

레벨 4 기대치를 충족함*

레벨 5 기대치를 초과함*

*레벨 4와 5는 다음 학년 수준과 고등학교
  졸업 및 진로 준비에 대한 진행 상황을
  나타냅니다

본 가이드는 자녀의 성적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 아니라 다음 
학년도에 자녀가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적표 항목 설명: FRONT

2) 학생의 전반적 학력
전체적으로 5등급이 있으며 학생의 점수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학력 등급(Perfor-
mance Level)은 학생의 점수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며 해당 학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
한지를 보여줍니다. 성적이 4등급(Level 4)이나 5등급(Level 5)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생의 성적이 해
당 과목에서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그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학생이 다음 학년에 올
라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 및 직장 생활을 준비를 위한 학력을 제대로 
쌓아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수가 4등급 아래인 경우, 학생이 해당 학년에서 습득해야 할 기
술과 지식을 아직도 배우고 있는 단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1) 평가 시험에 대한 설명
성적표 상단에는 평가 시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고, 본 단락의 하단
에는 이 성적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
시면 연락하실 수 있는 연락처 정보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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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성취도 레벨

7학년 수학 상세 정보

평가의 주요 부분에 대한 Scott의 성취도는 어떠합니까? 
본 평가에서 전체적으로 레벨 4를 달성한 학생은 학습 기대치를 충족했으며 다음 학년 또는 과정의 준비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이 섹션은 자녀가 평가의 각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 또는 초과했거나, 기대치에 근접했거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부분적으로 충족한 학생과 얼마나 유사하게 성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요 내용 모형화 및 응용
 

추가 및 보충 내용
 

수학적 추론 표현

충족 또는 초과 충족 또는 초과거의 충족미만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와의 다음 회의에 이 보고서를 지참하십시

오. 
Scott의 교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수학 과목에서 Scott이 학습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

까? 

• Scott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 올해 Scott을 돕기 위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요? 

• Scott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자원을 사용해야 할까요? 

더 많은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 Scott 출석 학교 및 다른 학교의 점수 현황: 
Results.OSSE.DC.gov를 방문하거나 DCPS에  
(202) 442-5885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테스트의 출제 방법 및 측정 대상: 
PARCConline.org를 방문하거나 OSSE에 (202) 719-
65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가정, 교육자, 학교가 이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  
OSSE.DC.gov/parcc를 방문하거나 OSSE에  
(202) 719-65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정답 증명 및 다른 사람의 추론 
분석/수정

근호/지수, 함수,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호 및 도구를 사용한
문제 제시 및 해결

무리수, 부피, 
산포도

기대치 충족 또는 초과          기대치 거의 충족            기대치 미만

Scott의 점수는 비교적 어느 정도입니까? 

Scott은 7학년 수학 테스트를 본 Anywhere Middle 
School 학생의 60%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Scott은 7학년 수학 테스트를 본 DC 공립학교 학생의 
50%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Scott은 7학년 수학 테스트를 본 DC 학생의 70%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전과 비교하면, Scott은 지난해 6학년 수학 테스트 
당시 DC 학생의 65%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적표 항목 설명: BACK

5) 다음 단계
성적표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의 발전 상황을 측정하고 해당 과목 관련 기술을 쌓아갈 수 있
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녀의 학업 수행 능력에 대해 선생님과 상담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도 제시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 곳에 관한 정보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다른 학생들과 상대평가
이 성적표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서, 지역 교육 기관 범위에서, 전체 
DC 에서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성적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
여줍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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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지식과 기술 습득
학생들은 여러 부문에서 자신의 강점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게 됩
니다. 각 부문에서 숫자로 점수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그 이상인지, 기대
치를 거의 충족하는지 아니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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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의 PARCC 점수 또는 PARCC 평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PARCC 평가 및 공통 핵심 국가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점수 보고서, PARCC 평가 및 공통 핵심 국가 표준에 대한 DC 특정 정보는 OSSE.dc.gov/parcc를 
참조하십시오.

• DC에서 학생의 학교 및 다른 학교의 실적에 대한 정보는 Results.OSSE.dc.gov를 참조하십시오.

•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평가 및 자료에 관한 정보는 PARCC-assessment.org를 참조하십시오.

• 공통 핵심 국가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reStandards.org를 참조하십시오.

이제 자녀의 시험 결과를 얻었으니 다음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학업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 자료의 사용을 도와주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 GreatSchools.org는 콘텐츠 및 학년별 비디오를 제공하므로 집에서 자녀와 함께 수업 및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 BeALearningHero.org에는 DC 학년, 과목 및 내용 영역에 따라 자원을 사용자 정의하는 Skills Builder 
페이지 및 학습 도구 페이지를 비롯하여 학부모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 PARCC.Pearson.com은 3 학년에서 11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테스트와 샘플 질문도 제공합니다.

자원 및 지원
아래는 자녀의 학업 수행 능력 향상을 도와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유용한 자료들에 관한 
정보와 자녀와 자녀의 선생님과 함께 성적표에 관해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입니다.

자녀와 점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부모는 자녀와 이야기할 때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자녀의 시험 점수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유용한 정보입니다:

• 시험 점수는 단지 성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일 뿐입니다.

• 강점에 집중하십시오.

• 성장할 수 있는 영역 (예: 가정에서의 과학적 아이디어 탐구, 선생님과의 공부)을 위한 전략에 대해 
토론하십시오.

자녀의 교사와 점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아래는 자녀의 선생님과 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질문입니다:

• 올해 자녀의 수학이나 독서 목표는 무엇인가요?

• 아이가 수학이나 영어 수업에서 잘하고 있나요?

• 자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학교와 가정에서 어떤 추가 지원이 필요한가요?

•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희 아이는 무엇을 잘하나요? 어떤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나요?

https://osse.dc.gov/parcc
http://results.osse.dc.gov/
http://parcc-assessment.org/
http://www.corestandards.org/
https://www.greatschools.org/
https://bealearninghero.org/
https://parcc.pears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