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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S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8115 Gatehouse Road 
Falls Church, VA 2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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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PS PREK - VKRP SCORE REPORT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학부모 /보호자들께, 학생  번호 : 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 

귀하의 자녀는 최근에 버지니아 유치원 준비 프로그램 (VKRP) 의 일환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VKRP 는 아동의 조기 문해력 , 수학, 자기-통제 및 
사회성이 유아원과 그 이후의 성공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버지니아주 평가 프로그램입니다 . 이러한 다양한 조기 학습 영역의 
개발은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교사들이 학생의 현재 기술 수준을 이해할 때 교사들은 학생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평가된 기술 및 학교 밖에서의 발달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족들을 위한 버지니아 유치원 준비 
프로그램 (VKRP For Families)” 웹페이지 (https://vkrponline.org/virginia-kindergarten-readiness-program-2/for-families/)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언어 및 문해력 (LLS), 조기수학 평가 시스템 (EMAS) 및 아동행동 평가척도 (CBRS) 에서 귀하의 자녀가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자녀의 현재 수행 능력은 특정 기술을 포함하여 각 조기 학습 영역별로 표시됩니다 . 자녀가 어떤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 
해당 영역의 결과에 NA, 즉 “평가하지 않았음 ”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자녀가 어떤 기술에 대해 부분적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필수 기술 
영역이 아닌 경우 , 해당 영역의 결과에는 NR 또는 ”보고되지 않음 ”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유아원 (PreK) 에서 평가한 VKRP 결과는 자녀의첫 학교경험 및자녀가 1 년 동안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보고서는 각 
기술에 대해 가능한 가장 높은 점수와 비교하여 자녀가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 또한, 일부 기술에 대한 발달 범위도 제공되며 이러한 
범위는 유치원에 갈 준비 기술에 대해 자녀가 초급 수준인지 , 성장 중인지 또는 강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영합니다 . 평가된 기술에 대한 
세부 사항 및발달 범위에 대한더 자세한 내용은 VRKP 결과에 관한 웹페이지 (https://www.fcps.edu/node/39104) 에서 유아원 (PreK) 점수 보고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의 강점 및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면 ,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들은 자녀의 VKRP 
점수를 점검하여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 자녀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가 있다면 학교는 귀하에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시험 기간: 관리자: 

시험 정보 평가된 기술 
현재 
점수 

최대 
점수 

발달 범위 

평가: LLS ( 문해력) 알파벳에 관한 지식 : 글자 이름 __ __ __ 
시험 날짜 : __ 알파벳에 관한 지식 : 글자가 내는 소리 __ __ __ 
자녀의 합계 점수 : ___ 음운 인식 : 음절 분리 __ __ __ 
최대 합계 점수 : ___ 음운 인식 : 첫 음 소리 __ __ __ 

음운 인식 : 음소 조합 __ __ 제공되지 않음 

언어 이해력 __ __ 제공되지 않음 

발현적 쓰기 : 이름 쓰기 __ __ 제공되지 않음 

활자 개념 __ __ 제공되지 않음 
기억력 처리 : 색상에 대한 RAN ( 신속하게 이름 

말하기) 평가 
__ __ 제공되지 않음 

시험 정보 평가된 기술 
현재 
점수 

최대 
점수 

발달 범위 

평가: EMAS ( 수학) 전반적인 수학 __ __ __ 
시험 날짜 : ___ 기하 __ __ 제공되지 않음 
자녀의 합계 점수 : ___ 패턴 __ __ 제공되지 않음 
최대 합계 점수 : ___ 수리력 __ __ 제공되지 않음 

계산 __ __ 제공되지 않음 

시험 정보 평가된 기술 
현재 
점수 

최대 
점수 

발달 범위 

평가: CBRS ( 행동) 자기-통제 __ __ __ 
시험 날짜 : __ 사회성 __ __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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