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81 15 Gatehouse Road 

Falls Church, VA 22042 

KOREAN 

VIRGINIA GROWTH ASSESSMENT (VGA) SCORE REPORT 
Combined Fall and Winter VGA Results 현재 재학중인 학교 :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 학부모 /보호자께 학생 번호 :_______________ 학년:_________ 

이 서신은 올해 버지니아 성장 평가 (VGA) 시험에서 자녀의 성취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법에 따라 학교는 3 학년 - 8 학년 
표준 학습 (SOL) 시험을 치뤄야 하는 모든 학생에게 가을철과 겨울철에 VGA 읽기 및 수학 시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 VGA 시험의 
목적은 해당 학년도 동안 학생의 성장도와 진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인가 기준 (SOA) 은 또한 학교의 
성공 여부를 측정할 때 이러한 성장도를 하나의 요소로 고려합니다 . 

자녀가 이번 학년도에 본 모든 VGA 시험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VGA 의 결과에는 “통과” 또는 “낙제”가 없습니다 . 수직적 
환산 점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성장도를 보여줍니다 . 자녀의 가을철과 겨울철 수직적 환산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어떤 성장도가 
분명히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각 표의 마지막 부분은 각 보고 영역에서 총 문항 수중 자녀가 올바르게 대답한 문항의 
수를 보여 줍니다 . 표의 “NA” 값은 고등학교 학점을 얻는 수학 과목에 등록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생이 해당 시험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 

한 학년도 동안 대부분 학생들의 수직적 환산 점수는 상승될 것입니다 . 그러나, 각 VGA 시험은 시험 당일 단 하루의 수행 능력만이 
반영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직원은 학생의 학업 진척도의 보다 통합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VGA 정보를 다른 
가능한 정보와 통합하여 사용합니다 . 읽기와 수학에서 자녀의 학습 진척도 또는 VGA 시험에서의 성취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학생의 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버지니아주의 학생 성장도 측정 방법에 관한 정보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때 VGA 점수 
보고서 웹페이지 (http://www.fcps.edu/node/43938) 에 게시될 것입니다 . 

읽기 VGA 결과 가을철 결과 겨울철 결과 

시험 명 __ 읽기 성장 평가 __ 읽기 성장 평가 

시험 날짜 __/__/____ __/__/____ 

수직적 환산 점수 ____ ____ 
소설문 (픽션)에 대한 이해력을 보여주고 단어 분석 

전략을 사용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비소설문 (논픽션)에 대한 이해력을 보여주고 단어 

분석 전략을 사용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수학 VGA 결과 가을철 결과 겨울철 결과 

시험 명 __ 수학 성장 평가 __ 수학 성장 평가 

시험 날짜 __/__/____ __/__/____ 
수직적 환산 점수 ____ ____ 

수와 수 개념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계산과 추산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측정과 기하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확률, 통계, 패턴, 함수, 및 대수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정답수 __ (총 문항수 __)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자원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cps.edu/node/47089 

LS-Tests-Virginia Growth Assessment Score Report 

http://www.fcps.edu/node/43938
https://www.fcps.edu/node/47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