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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소개
Ernestina는 2015 년 봄 수학 PARCC (대학 및 취업 준비 평가를 위한 파
트너십)를 치렀습니다. 본 테스트는 2015 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DC 
CAS와 구분됩니다. PARCC는 학생들에게 보다 도전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질문하여 해당 학년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학 및 취업에 성공하
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측정합니다.

본 성적표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Ernestina의 교사 또는 교장
에게 문의하시거나 DCPS, (212) 696-179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ARCC 테스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parcconline.org를 방문
하시거나 OSSE, (202) 727-6436 및 osse.dc.gov/parcc로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본 성적표를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나요?
본 성적표는 Ernestina의 기하학 기술의 발달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
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Ernestina가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Ernestina가 본 과목의 특정 지식 및 기술을 얼마나 잘 습득했나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Ernestina가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Ernestina가 본 수학 평가를 어떻게 수행했나요? 
본 섹션은 평가에 대한 학생의 종합 평점을 나타냅니다. 종합 평점에 따라 학생이 속하는 성과 레벨이 결정됩니다.

성과 레벨 

레벨 2 
점수

724

레벨 2에 속한 학생들은 
테스트한 학습 기준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대치를 충족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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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 5는 대학 및 취업 준비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s

레벨 5

레벨 4

레벨 3

레벨 2

레벨 1   

기대치 이상

기대치 충족 	

기대치 접근 	

부분적으로 기대치 충족	

기대치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
페이지를 넘겨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Ernestina의 성과
가 어떤지, 그리고 Ernestina가 특정 기하학 기술 및 지식
을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 확인하세요. 



기대치 거의 충족

기하학 증명 및 변환, 좌표, 삼각법

기대치 충족 또는 이상 

기하학 구조, 원, 부피

기대치 이하

해답 증명, 다른 이의 추론 분석/수정

기대치 거의 충족

기호 및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 해결 

기하학 세부 정보 성과 레벨  

레벨 2
점수

724
주요 분야에서 Ernestina가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본 평가에서 레벨 4에 속한 학생들은 학습 기대치를 충족 시켰으며 다음 학년이나 과정에 대한 준비가 된 것으로 보
여집니다. 이 섹션은 분야 별로, 학생이 이 그룹의 학생들 보다 잘 수행했는지, 꽤 잘 수행했는지 아니면 잘 못 수행했
는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 추가 & 지원 내용 수학적 추론 표현 모형화 & 적용

기대치 충족 또는 이상	 기대치 거의 충족	 기대치 이하

시간이 지남에 따라 Ernestina의 성과가 어떻게 변했나요?
Ernestina가 지난 달 치른 테스트는 9 학년 DC CAS입니다. PARCC와 DC CAS는 
매우 다른 테스트로 본 보고서는 두 테스트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없습니
다. 먼저, 점수와 성과 레벨은 다릅니다. 둘째, PARCC는 학생들이 해당 학년 그
리고 궁극적으로 대학 및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측정하
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큰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2015 년 PARCC에서, Ernestina의 점수는 
34%의 DC 학생들보다 높았습니다. 

(1) 레벨 1  (2) 레벨 2  (3) 레벨 3  (4) 레벨 4  (5) 레벨 5 

8 학년 CAS에서, Ernestina의 점수는 
91%의 DC 8 학년 학생들보다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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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Ernestina가 얼마나 잘 수
행했나요?
2015 년 PARCC를 치른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Ernestina의 점수는 다음 퍼센트의 학생들보다 높
았습니다: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Ernestina가 
얼마나 잘 했나요?
다음은 각각의 성과 레벨에 대한 어느 기하학 학
생들의 퍼센트입니다. 

Ernestina의 성과 레벨l

레벨 5 20%
레벨 4 10%
레벨 3 10%
레벨 2 35%
레벨 1 25%

같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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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Ernestina의 교사에게 문의 할 수 있는 내용: 

올해 Ernestina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수업에서 Ernestina가 얼마나 잘 수행하나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Ernestina를 위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

엇인가요? 

?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LearnDC.org

PARCConline.org

OSSE.DC.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