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학부모들에게 드리는 전달문 

이 성적표는 각 9 주간 ( 분기 ) 의 교육을 마친 후 자녀의 학업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 성적표를 검토하시고 자녀와 논의하신 후 , 부가 설명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녀의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각 학교는 학부모가 서명하신 성적표를 다음 날 학교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나 보호자의 서명은 이 성적표를 인정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부모나 보호자가 성적표를 
검토하셨다는 확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 

중학교 성적표 성적에 대한 설명 

문자 
등급 

( 알파벳 ) 
점수 

4.0 
평가척도 

100 퍼센트 
평가척도 

정의 

A 3.8-4.0 93-100 FCPS 학습 프로그램에 명시된 내용 및 기술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나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을 적용하는 수행 능력의 
정확성 및 / 또는 일관성에 약간의 향상이 필요한 학생의 현 상태를 반영 . 

A- 3.4-3.7 90-92 

B+ 3.1-3.3 87-89 FCPS 학습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본 내용 및 기술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추가의 연습 및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는 학생의 현 상태를 반영 . B 2.8-3.0 83-86 

B- 2.4-2.7 80-82 

C+ 2.1-2.3 77-79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FCPS 학습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본 내용 및 기술에 관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습과 학습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학생의 현 상태를 반영 . 최종 성적인 이 성적은 일련 과목의 다음 단계 과목을 위한 선제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 C 1.8-2.0 73-76 

C- 1.4-1.7 70-72 

D+ 1.1-1.3 67-69 FCPS 학습 프로그램에 명시된 기본 내용 및 기술에 관한 지식을 보이지 않으며 성공적인 학습 결과를 위해서는 추가의 연습 및 학습 경험이 
필요한 학생의 현 상태를 반영 . D 0.8-1.0 64-66 

F 0-0.7 50-63 교사나 팀 또는 학교장이나 지명인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로 인해 분기 성적의 주요 요소인 과제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의 현 상태를 반영 . 
학생이 다음 분기 성적표에 “ 미완료 ” 로 기록된 성적이 아닌 알파벳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보충 작업을 해야 함 . 

WP 과목 중단 / 통과 

WF 과목 중단 / 낙제 

NM 성적이 없음 : 이 수업 / 학교에 등록된 기간이 너무 짧아 학생을 평가할 수 없었음 . 
I* ( 미완료 )= 영구적인 최종 성적이 아닐 수있음 . 

학업 습관 (W/H) 

S 만족스러운 학업 습관 

N 학업 습관의 향상이 필요함 

LS-ISD-MS Report Card Interpretation of Ma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