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중간 성적표 
2022-2023 

학생: 
학생번호: 
생년월일: 
학교: 
담임: 

 
 MP1 MP2 MP3 MP4 YR   MP1 MP2 MP3 MP4 YR 
출결석       체육—킨더가든 - 전체      

출결석       건강을 촉진하는 운동과 활동      

일 지각       운동기능과 개념      
 MP1 MP2 MP3 MP4 YR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학습 기술 - 킨더가든        MP1 MP2 MP3 MP4 YR 

교실용품을 적절히 사용한다.       음악 - 킨더가든- 전체      

교실 내 규칙과 일상 순서를 잘 따른다.       음악적 창의력      

타인과의 협력도       음악 연주      

학습교재 완성도       음악      

노력/동기/근력을 보인다.       음악을 통한 반응      

구두와 서면 지시에 따른다.        MP1 MP2 MP3 MP4 YR 

교실에서의 토론에 참여한다.       영어 언어 개발 - 킨더가든      
 MP1 MP2 MP3 MP4 YR  듣기 기술/이해력       

수학 - 킨더가든- 전체       영어 구사력      

기하       독해 기술/이해력      

측정과 데이터       영어 쓰기 능력      

10 진법에서의 수와 계산             

연산과 대수학적 사고              

숫자 세기와 기수             

학생은 지속적으로 수학 강화 교습을 받고 
있다.  

            

 MP1 MP2 MP3 MP4 YR        

과학 - 킨더가든- 전체             

질문과 정보             

모델링과 연구             

데이터와 분석             

설명과 논증             
 MP1 MP2 MP3 MP4 YR        

사회 - 킨더가든- 전체             

공민/바른 생활             

문화             

경제             

지리             

역사             

 MP1 MP2 MP3 MP4 YR        

글쓰기 - 킨더가든- 전체             

생각과 아이디어 표현하기             

과정, 제작, 조사             

언어 사용             

 MP1 MP2 MP3 MP4 YR        

읽기 - 킨더가든- 전체             

기초적 기술             

언어 단어 습득과 사용             

이해력: 정보 문장과 문학             

읽기 수준             

 MP1 MP2 MP3 MP4 YR        

추가 읽기 데이터 킨더가든             

단어 식별과 대문자 이름 알기(26개 중)              

단어 식별과 소문자 이름 알기(26개 중)              

주요 자음(19개 중)             

 MP1 MP2 MP3 MP4 YR        

미술 - 킨더가든- 전체             

미술로의 창조와 연결             

미술로의 표현 및 반응             

 MP1 MP2 MP3 MP4 YR        

보건—킨더가든 - 전체             

건강과 웰빙              

 

  



학업 성적 
 

특정 측정 항목은 각 성적산출기간에 보고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측정 항목일 경우, 해당 박스가 비어 있습니다. 
 

  
 
 
성적 산출 기간의 읽기 수준 

학년  설명  읽기 수준 설명 
P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 수준 기준의 습득을 

이루었습니다.   학년 위 
수준(ABV)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과 학년 수준보다 높은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높은 교재로의 
교습과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I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 수준 기준의 습득을 이루는  
중입니다.  학년 수준(ON)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의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의 교습과 도움 및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N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 수준 기준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소한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음 (Below-
BLW) 

학생은 학년 수준 그룹의 읽기와 독해 내용의 이해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낮은 교재로 목표를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M 데이터 누락-평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성적(예:  P, I, 
N 또는 A, B, C, D)이 기록됩니다.  

 영어 습득 수준 
 
영어 언어 개발 서비스(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ervices-ELD)를 받는 
학생을 위해 ESOL 교사는 영어 언어 습득력에서의 학생진도를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영어 언어 습득은 WIDA 영어 언어 습득 레벨 6단계에 따라 
설명합니다. 레벨 6에서 학생은 듣기, 읽기, 쓰기 또는 말하기를 대학과 커리어 
준비 기준에 맞는 영어 습득 또래와 비교하게 됩니다.  

 
학습 태도/기술 
 

       

코드 설명  레벨 1 
입문 

레벨 2 
습득시작 

레벨 3  
개발  

레벨 4 
확장 

레벨 5 
연계 

수준 6 
습득 

DEM 습득   
기초-------------------------------------------------------------------------------------------------------> 상 

PRG 습득 중    
N 아직 불충분    
M 데이터 누락-기록이 없습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학습 기술(Learning Skills)이 있을 경우, 성적(예: 
DEM, PRG, 또는 N)이 기록됩니다.  

   

 

 

 

 

 

 

학부모님/후견인께,  
 
 
 

 

  

 
<School Name> 
< School Address> 

 



 1학년 
중간 성적표 
2022-2023 

학생: 
학생번호: 
생년월일: 
학교: 
담임: 

 
 MP1 MP2 MP3 MP4 YR   MP1 MP2 MP3 MP4 YR 
출결석       음악 - 1학년 - 전체      

출결석       음악적 창의력      

일 지각       음악 연주      
 MP1 MP2 MP3 MP4 YR  독보와 기보      

학습 기술 - 1학년       음악을 통한 반응      

타인과의 협력도        MP1 MP2 MP3 MP4 YR 

학습교재 완성도       영어 언어 개발 - 1학년      

창의적 사고력을 보인다.       듣기 기술/이해력       

논리적 사고력을 보인다.       영어 구사력      

노력/동기/근력을 보인다.       독해 기술/이해력      

학습과제에 집중하고 작업한다.       영어 쓰기 능력      

구두와 서면 지시에 따른다.             
 MP1 MP2 MP3 MP4 YR        
수학 -  1학년 - 전체             

기하             

측정과 데이터             

10 진법에서의 수와 계산             

연산과 대수학적 사고              

학생은 지속적으로 수학 강화 교습을 받고 
있다.  

            

 MP1 MP2 MP3 MP4 YR        

과학 - 1학년 - 전체             

질문과 정보             

모델링과 연구             

데이터와 분석             

설명과 논증             
 MP1 MP2 MP3 MP4 YR        

사회 - 1학년 - 전체             

공민/바른 생활             

문화             

경제             

지리             

역사             

 MP1 MP2 MP3 MP4 YR        

글쓰기 - 1학년 - 전체             

정보적/설명적인 글, 서술, 의견/견해             

과정, 제작, 조사             

언어 사용             
 MP1 MP2 MP3 MP4 YR        

읽기 - 1학년 - 전체             

기초적 기술             

이해력: 정보 문장과 문학             

언어 단어 습득과 사용             

읽기 수준             

 MP1 MP2 MP3 MP4 YR        

미술- 1학년 - 전체             

미술로의 창조와 연결             

미술로의 표현 및 반응             

 MP1 MP2 MP3 MP4 YR        

보건—1학년 - 전체             

건강과 웰빙              
 MP1 MP2 MP3 MP4 YR        

체육—1학년 - 전체             

건강을 촉진하는 운동과 활동             

운동기능과 개념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학업 성적 
 

특정 측정 항목은 각 성적산출기간에 보고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측정 항목일 경우, 해당 박스가 비어 있습니다. 
 

  
 
 
성적 산출 기간의 읽기 수준 

학년  설명  읽기 수준 설명 
P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 수준 기준의 습득을 

이루었습니다.   학년 위 
수준(ABV)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과 학년 수준보다 높은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높은 교재로의 
교습과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I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 수준 기준의 습득을 이루는  
중입니다.  학년 수준(ON)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의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의 교습과 도움 및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N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 수준 기준의 습득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최소한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낮음 (Below-
BLW) 

학생은 학년 수준 그룹의 읽기와 독해 내용의 이해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낮은 교재로 목표를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M 데이터 누락-평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성적(예:  P, I, 
N 또는 A, B, C, D)이 기록됩니다.  

 영어 습득 수준 
 
영어 언어 개발 서비스(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ervices-ELD)를 받는 
학생을 위해 ESOL 교사는 영어 언어 습득력에서의 학생진도를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영어 언어 습득은 WIDA 영어 언어 습득 레벨 6단계에 따라 
설명합니다. 레벨 6에서 학생은 듣기, 읽기, 쓰기 또는 말하기를 대학과 커리어 
준비 기준에 맞는 영어 습득 또래와 비교하게 됩니다.  

 
학습 태도/기술 
 

       

코드 설명  레벨 1 
입문 

레벨 2 
습득시작 

레벨 3  
개발  

레벨 4 
확장 

레벨 5 
연계 

수준 6 
습득 

DEM 습득   
기초-------------------------------------------------------------------------------------------------------> 상 

PRG 습득 중    
N 아직 불충분    
M 데이터 누락-기록이 없습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학습 기술(Learning Skills)이 있을 경우, 성적(예: 
DEM, PRG, 또는 N)이 기록됩니다.  

   

 

 

 

 

 

 

학부모님/후견인께,  
 
 
 

 

  

 
<School Name> 
< School Address> 

 



 

 2학년 
중간 성적표 
2022-2023 

학생: 
학생번호: 
생년월일: 
학교: 
담임: 

 
 MP1 MP2 MP3 MP4 YR   MP1 MP2 MP3 MP4 YR 
출결석       음악 - 2학년 - 전체      

출결석       음악적 창의력      

일 지각       음악 연주      
 MP1 MP2 MP3 MP4 YR  독보와 기보  음악      

학습 기술 - 2학년       음악을 통한 반응      

구두와 서면 지시에 따른다.             
 MP1 MP2 MP3 MP4 YR        
수학 -  2학년 - 전체             

기하             

측정과 데이터             

10 진법에서의 수와 계산             

연산과 대수학적 사고              

학생은 지속적으로 수학 강화 교습을 받고 
있다.  

            

 MP1 MP2 MP3 MP4 YR        

과학 - 2학년 - 전체             

질문과 정보             

모델링과 연구             

데이터와 분석             

설명과 논증             
 MP1 MP2 MP3 MP4 YR        

사회 - 2학년 - 전체             

공민/바른 생활             

문화             

경제             

지리             

역사             

 MP1 MP2 MP3 MP4 YR        

글쓰기 - 2학년 - 전체             

정보적/설명적인 글, 서술, 의견/견해             

과정, 제작, 조사             

언어 사용             
 MP1 MP2 MP3 MP4 YR        

읽기 - 2학년 - 전체             

기초적 기술             

이해력: 정보 문장과 문학             

언어 단어 습득과 사용             

읽기 수준             

 MP1 MP2 MP3 MP4 YR        

미술 - 2학년 - 전체             

미술로의 창조와 연결             

미술로의 표현 및 반응             

 MP1 MP2 MP3 MP4 YR        

보건—2학년 - 전체             

건강과 웰빙              
 MP1 MP2 MP3 MP4 YR        

체육—2학년 - 전체             

건강을 촉진하는 운동과 활동             

운동기능과 개념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학업 성적 
 

특정 측정 항목은 각 성적산출기간에 보고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측정 항목일 경우, 해당 박스가 비어 있습니다. 
 

  
 
 
성적 산출 기간의 읽기 수준 

학년  설명  읽기 수준 설명 
A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학년 위 

수준(ABV)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과 학년 수준보다 높은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높은 교재로의 
교습과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B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자주 보여줍니다. 
 학년 수준(ON)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의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의 교습과 도움 및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C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낮음 (Below-

BLW) 
학생은 학년 수준 그룹의 읽기와 독해 내용의 이해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낮은 교재로 목표를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D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드물게 보여줍니다. 
   

M 데이터 누락-평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성적(예:  P, I, 
N 또는 A, B, C, D)이 기록됩니다.  

 영어 습득 수준 
 
영어 언어 개발 서비스(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ervices-ELD)를 받는 
학생을 위해 ESOL 교사는 영어 언어 습득력에서의 학생진도를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영어 언어 습득은 WIDA 영어 언어 습득 레벨 6단계에 따라 
설명합니다. 레벨 6에서 학생은 듣기, 읽기, 쓰기 또는 말하기를 대학과 커리어 
준비 기준에 맞는 영어 습득 또래와 비교하게 됩니다.  

 
학습 태도/기술 
 

       

코드 설명  레벨 1 
입문 

레벨 2 
습득시작 

레벨 3  
개발  

레벨 4 
확장 

레벨 5 
연계 

수준 6 
습득 

DEM 습득   
기초-------------------------------------------------------------------------------------------------------> 상 

PRG 습득 중    
N 아직 불충분    
M 데이터 누락-기록이 없습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학습 기술(Learning Skills)이 있을 경우, 성적(예: 
DEM, PRG, 또는 N)이 기록됩니다.  

   

 

 

 

 

 

 

학부모님/후견인께,  
 
 
 

 

  

 
<School Name> 
< School Address> 

 



 3학년 
중간 성적표 
2022-2023 

학생: 
학생번호: 
생년월일: 
학교: 
담임: 

 
 MP1 MP2 MP3 MP4 YR   MP1 MP2 MP3 MP4 YR 
출결석       음악 - 3학년 - 전체      

출결석       음악적 창의력      

일 지각       음악 연주      
 MP1 MP2 MP3 MP4 YR  독보와 기보      

학습 기술 -  3학년       음악을 통한 반응      

타인과의 협력도        MP1 MP2 MP3 MP4 YR 

학습교재 완성도       영어 언어 개발 -  3학년      

창의적 사고력을 보인다.       듣기 기술/이해력       

논리적 사고력을 보인다.       영어 구사력      

노력/동기/근력을 보인다.       독해 기술/이해력      

학습과제에 집중하고 작업한다.       영어 쓰기 능력      

구두와 서면 지시에 따른다.             
 MP1 MP2 MP3 MP4 YR        
수학 -  3학년 - 전체             

기하             

측정과 데이터             

10 진법에서의 수와 계산             

연산과 대수학적 사고              

수와 계산 - 분수             

학생은 지속적으로 수학 강화 교습을 받고 
있다.  

            

 MP1 MP2 MP3 MP4 YR        

과학 - 3학년 - 전체             

질문과 정보             

모델링과 연구             

데이터와 분석             

설명과 논증             
 MP1 MP2 MP3 MP4 YR        

사회 - 3학년 - 전체             

공민/바른 생활             

문화             

경제             

지리             

역사             

 MP1 MP2 MP3 MP4 YR        

글쓰기 - 3학년 - 전체             

정보적/설명적인 글, 서술, 의견/견해             

과정, 제작, 조사             

언어 사용             
 MP1 MP2 MP3 MP4 YR        

읽기 - 3학년 - 전체             

기초적 기술             

이해력: 정보 문장과 문학             

언어 단어 습득과 사용             

읽기 수준             

 MP1 MP2 MP3 MP4 YR        

미술 - 3학년 - 전체             

미술로의 창조와 연결             

미술로의 표현 및 반응             

 MP1 MP2 MP3 MP4 YR        

보건—3학년 - 전체             

건강과 웰빙              
 MP1 MP2 MP3 MP4 YR        

체육—3학년 - 전체             

건강을 촉진하는 운동과 활동             

운동기능과 개념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학업 성적 
 

특정 측정 항목은 각 성적산출기간에 보고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측정 항목일 경우, 해당 박스가 비어 있습니다. 
 

  
 
 
성적 산출 기간의 읽기 수준 

학년  설명  읽기 수준 설명 
A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학년 위 

수준(ABV)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과 학년 수준보다 높은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높은 교재로의 
교습과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B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자주 보여줍니다. 
 학년 수준(ON)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의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의 교습과 도움 및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C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낮음 (Below-

BLW) 
학생은 학년 수준 그룹의 읽기와 독해 내용의 이해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낮은 교재로 목표를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D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드물게 보여줍니다. 
   

M 데이터 누락-평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성적(예:  P, I, 
N 또는 A, B, C, D)이 기록됩니다.  

 영어 습득 수준 
 
영어 언어 개발 서비스(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ervices-ELD)를 받는 
학생을 위해 ESOL 교사는 영어 언어 습득력에서의 학생진도를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영어 언어 습득은 WIDA 영어 언어 습득 레벨 6단계에 따라 
설명합니다. 레벨 6에서 학생은 듣기, 읽기, 쓰기 또는 말하기를 대학과 커리어 
준비 기준에 맞는 영어 습득 또래와 비교하게 됩니다.  

 
학습 태도/기술 
 

       

코드 설명  레벨 1 
입문 

레벨 2 
습득시작 

레벨 3  
개발  

레벨 4 
확장 

레벨 5 
연계 

수준 6 
습득 

DEM 습득   
기초-------------------------------------------------------------------------------------------------------> 상 

PRG 습득 중    
N 아직 불충분    
M 데이터 누락-기록이 없습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학습 기술(Learning Skills)이 있을 경우, 성적(예: 
DEM, PRG, 또는 N)이 기록됩니다.  

   

 

 

 

 

 

 

학부모님/후견인께,  
 
 
 

 

  

 
<School Name> 
< School Address> 

 



 4학년 
중간 성적표 
2022-2023 

학생: 
학생번호: 
생년월일: 
학교: 
담임: 

 
 MP1 MP2 MP3 MP4 YR   MP1 MP2 MP3 MP4 YR 
출결석       음악 - 4학년 - 전체      

출결석       음악적 창의력      

일 지각       음악 연주      
 MP1 MP2 MP3 MP4 YR  독보와 기보      

학습 기술 - 킨 4학년       음악을 통한 반응      

타인과의 협력도        MP1 MP2 MP3 MP4 YR 

학습교재 완성도       영어 언어 개발 - 4학년      

창의적 사고력을 보인다.       듣기 기술/이해력       

논리적 사고력을 보인다.       영어 구사력      

노력/동기/근력을 보인다.       독해 기술/이해력      

학습과제에 집중하고 작업한다.       영어 쓰기 능력      

구두와 서면 지시에 따른다.             
 MP1 MP2 MP3 MP4 YR        
수학 - 4학년 - 전체             

기하             

측정과 데이터             

10 진법에서의 수와 계산             

연산과 대수학적 사고              

수와 연산-분수             

학생은 지속적으로 수학 강화 교습을 받고 
있다.  

            

 MP1 MP2 MP3 MP4 YR        

과학 - 4학년 - 전체             

질문과 정보             

모델링과 연구             

데이터와 분석             

설명과 논증             
 MP1 MP2 MP3 MP4 YR        

사회 - 4학년 - 전체             

공민/바른 생활             

문화             

경제             

지리             

역사             

 MP1 MP2 MP3 MP4 YR        

글쓰기 - 4학년 - 전체             

정보적/설명적인 글, 서술, 의견/견해             

과정, 제작, 조사             

언어 사용             
 MP1 MP2 MP3 MP4 YR        

읽기 - 4학년 - 전체             

기초적 기술             

이해력: 정보 문장과 문학             

언어 단어 습득과 사용             

읽기 수준             

 MP1 MP2 MP3 MP4 YR        

미술 - 4학년 - 전체             

미술로의 창조와 연결             

미술로의 표현 및 반응             

 MP1 MP2 MP3 MP4 YR        

보건 - 4학년 - 전체             

건강과 웰빙              
 MP1 MP2 MP3 MP4 YR        

체육 - 4학년 - 전체             

건강을 촉진하는 운동과 활동             

운동기능과 개념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학업 성적 
 

특정 측정 항목은 각 성적산출기간에 보고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측정 항목일 경우, 해당 박스가 비어 있습니다. 
 

  
 
 
성적 산출 기간의 읽기 수준 

학년  설명  읽기 수준 설명 
A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학년 위 

수준(ABV)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과 학년 수준보다 높은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높은 교재로의 
교습과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B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자주 보여줍니다. 
 학년 수준(ON)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의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의 교습과 도움 및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C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낮음 (Below-

BLW) 
학생은 학년 수준 그룹의 읽기와 독해 내용의 이해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낮은 교재로 목표를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D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드물게 보여줍니다. 
   

M 데이터 누락-평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성적(예:  P, I, 
N 또는 A, B, C, D)이 기록됩니다.  

 영어 습득 수준 
 
영어 언어 개발 서비스(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ervices-ELD)를 받는 
학생을 위해 ESOL 교사는 영어 언어 습득력에서의 학생진도를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영어 언어 습득은 WIDA 영어 언어 습득 레벨 6단계에 따라 
설명합니다. 레벨 6에서 학생은 듣기, 읽기, 쓰기 또는 말하기를 대학과 커리어 
준비 기준에 맞는 영어 습득 또래와 비교하게 됩니다.  

 
학습 태도/기술 
 

       

코드 설명  레벨 1 
입문 

레벨 2 
습득시작 

레벨 3  
개발  

레벨 4 
확장 

레벨 5 
연계 

수준 6 
습득 

DEM 습득   
기초-------------------------------------------------------------------------------------------------------> 상 

PRG 습득 중    
N 아직 불충분    
M 데이터 누락-기록이 없습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학습 기술(Learning Skills)이 있을 경우, 성적(예: 
DEM, PRG, 또는 N)이 기록됩니다.  

   

 

 

 

 

 

 

학부모님/후견인께,  
 
 
 

 

  

 
<School Name> 
< School Address> 

 



 5학년 
중간 성적표 
2022-2023 

학생: 
학생번호: 
생년월일: 
학교: 
담임: 

 
 MP1 MP2 MP3 MP4 YR   MP1 MP2 MP3 MP4 YR 
출결석       음악 - 5학년 - 전체      

출결석       음악적 창의력      

일 지각       음악 연주      
 MP1 MP2 MP3 MP4 YR  독보와 기보      

학습 기술 - 5학년       음악을 통한 반응      

타인과의 협력도        MP1 MP2 MP3 MP4 YR 

학습교재 완성도       영어 언어 개발 - 5학년      

창의적 사고력을 보인다.       듣기 기술/이해력       

논리적 사고력을 보인다.       영어 구사력      

노력/동기/근력을 보인다.       독해 기술/이해력      

학습과제에 집중하고 작업한다.       영어 쓰기 능력      

구두와 서면 지시에 따른다.             
 MP1 MP2 MP3 MP4 YR        
수학 - 5학년 - 전체             

기하             

측정과 데이터             

10 진법에서의 수와 계산             

연산과 대수학적 사고              

수와 연산-분수             

학생은 지속적으로 수학 강화 교습을 받고 
있다.  

            

 MP1 MP2 MP3 MP4 YR        

과학 - 5학년 - 전체             

질문과 정보             

모델링과 연구             

데이터와 분석             

설명과 논증             
 MP1 MP2 MP3 MP4 YR        

사회 - 5학년 - 전체             

공민/바른 생활             

경제             

지리             

역사             

 MP1 MP2 MP3 MP4 YR        

글쓰기 - 5학년 - 전체             

정보적/설명적인 글, 서술, 의견/견해             

과정, 제작, 조사             

언어 사용             
 MP1 MP2 MP3 MP4 YR        

읽기 - 5학년 - 전체             

기초적 기술             

이해력: 정보 문장과 문학             

언어 단어 습득과 사용             

읽기 수준             

 MP1 MP2 MP3 MP4 YR        

미술 - 5학년 - 전체             

미술로의 창조와 연결             

미술로의 표현 및 반응             

 MP1 MP2 MP3 MP4 YR        

보건 - 5학년 - 전체             

건강과 웰빙              
 MP1 MP2 MP3 MP4 YR        

체육 - 5학년 - 전체             

건강을 촉진하는 운동과 활동             

운동기능과 개념             

개인 및 사회적 책임감             

 

  



학업 성적 
 

특정 측정 항목은 각 성적산출기간에 보고됩니다. 보고되지 
않은 측정 항목일 경우, 해당 박스가 비어 있습니다. 
 

  
 
 
성적 산출 기간의 읽기 수준 

학년  설명  읽기 수준 설명 
A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학년 위 

수준(ABV)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과 학년 수준보다 높은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높은 교재로의 
교습과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B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자주 보여줍니다. 
 학년 수준(ON) 학생은 읽기와 독해 수준이 학년 수준의 그룹에 해당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의 교습과 도움 및 강화학습을 받습니다.  

C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낮음 (Below-

BLW) 
학생은 학년 수준 그룹의 읽기와 독해 내용의 이해에서 도움이 
필요하며 소그룹 교습에서 학년 수준보다 낮은 교재로 목표를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D 학생은 이 성적산출기간에 배운 학년수준 기준의 습득을 

드물게 보여줍니다. 
   

M 데이터 누락-평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 성적(예:  P, I, 
N 또는 A, B, C, D)이 기록됩니다.  

 영어 습득 수준 
 
영어 언어 개발 서비스(English Language Development services-ELD)를 받는 
학생을 위해 ESOL 교사는 영어 언어 습득력에서의 학생진도를 데이터로 
수집합니다. 영어 언어 습득은 WIDA 영어 언어 습득 레벨 6단계에 따라 
설명합니다. 레벨 6에서 학생은 듣기, 읽기, 쓰기 또는 말하기를 대학과 커리어 
준비 기준에 맞는 영어 습득 또래와 비교하게 됩니다.  

 
학습 태도/기술 
 

       

코드 설명  레벨 1 
입문 

레벨 2 
습득시작 

레벨 3  
개발  

레벨 4 
확장 

레벨 5 
연계 

수준 6 
습득 

DEM 습득   
기초-------------------------------------------------------------------------------------------------------> 상 

PRG 습득 중    
N 아직 불충분    
M 데이터 누락-기록이 없습니다.     

NEP 영어 미습득: 미국 학교에 재학하는 EML레벨 1과 레벨 2 
학생은 미국 내 학교에서의 첫 성적산출기간을 NEP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EP는 학생이 이 성적산출기간 
동안, 측정에 해당하는 주제를 습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학생이 ELP 레벨에 상관 없이 배운 
내용 중 학습 기술(Learning Skills)이 있을 경우, 성적(예: 
DEM, PRG, 또는 N)이 기록됩니다.  

   

 

 

 

 

 

 

학부모님/후견인께,  
 
 
 

 

 
<School Name> 
< School Add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