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퓨앨럽 교육구(Puyallup School District) 초등학교 성적표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학생들이 

알고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퓨앨럽 교육구는 가정과 학교 간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성적표는 학문적으로나 사회 

정서적으로 각 학생의 성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퓨앨럽 교육구 성적표 필수 표준  

 

모든 워싱턴주 학습 표준을 목표로 고려하십시오. 읽기,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및 예술 

분야에는 수많은 표준이 있습니다. 각 과목에는 다양한 학습 표준이 있으며 그 중에는 다른 

표준들에 비해 학습에 더욱 중요한 표준들도 있습니다. Puyallup School District 지속성 , 영향력 을 

지니고 다음 단계 학습에 대한 준비성 을 개발하는 학습 표준으로 필수 표준을 정의합니다. 

 

모든 표준에 대한 교육을 하는 

동안, 중요한 필수 표준은 숙달과 

개입을 가르치는 데 일차적인 

중점을 둡니다. 초등학교 

성적표는 학부모/보호자에게 필수 

표준을 향한 발전 상황을 

알려줍니다. 

 

표준 참조 성적표 
 

표준 참조 성적표는 식별 가능하고 

객관적인 학업 성과 지표를 사용합니다. 학습 표준은 학생들이 각 학년 수준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합니다.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도 

수준에 따라 점수가 책정됩니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문자로 성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로 해당 표준을 숙달하기까지 진전 상황을 표시합니다. 

 

 
  

1

학년수준에

부합하지않음

2

학년수준에

부분적으로부

합함

3

학년수준에

부합함

4

학년수준을

초과함

가족을 위한 퓨앨럽 교육구(Puyallup 

School District, PSD) 성적표 안내 
 

4 학년 

지속성

시간이지나도학생들이

이지식과기술을유지할

것이라고예상하는가?

영향력

이표준의숙련도가

학생의다른학업분

야학습에도도움이

되는가?

준비성

다음단원, 과정또

는학년수준을잘

이수하기위해필수

적인가?

워싱턴주 학습 표준 

커먼코어 표준(Common Core 

Standards)을 토대로 하는 

워싱턴주 학습 

표준(Washington State Learning 

Standards)을 사용하여 과목 

내용의 영역 전반에 걸쳐 

초등학교 성적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워싱턴주의 K-12 학습을 

지원하는 목표입니다.  

➢ 이해하며 읽기, 효과적인 

글쓰기,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청중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하기 
 

➢ 수학, 사회, 물리 및 생명과학, 

다양한 문화와 대의 정치 참여를 

비롯한 국민 윤리 및 역사, 지리, 

예술, 건강 및 체육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알고 적용하기 
 

➢ 분석적, 논리적,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 사용 

능력과 유창함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해결하기 
 

➢ 노동과 재정의 중요성과 성과, 

노력 및 결정이 미래의 직업과 

교육 기회에 어떻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워싱턴주 학습 표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12.wa.us/CurriculumInstruct/LearningStandards.aspx


 
 

학습 기술 

교육구 커리큘럼: Second Step 

교실 수업과 학교 일과 전반적에 학습 기술을 소개하고 강화합니다. 

 

➢ 자기 관리 및 물품 정리  

➢ 과제 마치기  

➢ 훌륭한 결과 도출  

➢ 타인에 대한 존중 및 타인의 감정 인식  

➢ 지침과 절차를 경청 및 준수  

➢ 자기 통제력 발휘  

➢ 독립적인 행동 및 훌륭한 시간 관리  

➢ 교칙 및 교실 규칙 준수 
 

영어 
교육구 커리큘럼: Journeys 

읽기 

학생들은 다양한 글을 읽고 분석합니다. 학습 표준은 학교 일과 전반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 파닉스(발음중심 교육) 및 단어 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유창하게 읽기 

➢ 글 또는 추론을 통해 얻은 주요 세부 정보를 사용하여 글의 주요 개념 또는 주제 요약 

➢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단어 및 구의 의미 파악  

➢ 동일한 주제에 대한 두 가지 글의 정보를 통합하여 주제에 대해 알수 있는 방식으로 쓰거나 말하기 

 

쓰기 

학생들은 의견, 정보 제공 및 서술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글을 씁니다. 다양한 분야의 쓰기 교육 전반에 걸쳐 표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술, 정보 제공/설명, 의견 표현을 위한 쓰기 능력 증명 

➢ 필요 시 계획, 수정 및 편집을 통해 작문 기술 개발 및 강화 

➢ 정확한 문법, 대문자, 구두점, 철자 사용 

 

말하기와 듣기 

다양한 내용 영역에서 협업적 토론 기술을 소개하고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 분야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연습합니다. 
 

➢ 사실/세부 사항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말하면서 협업적 대화에 참여 

수학  
교육구 커리큘럼: Bridges in Mathematics  

교실 수업 시간인 수학 시간, 숫자 코너 시간 및 학교 일과 전반에 걸쳐 수학을 소개하고 가르치며, 강화합니다. 

 

연산 및 대수적 사고 
 

➢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및 나눗셈을 통해 다단계 문제 풀기 

수와 십진법 연산  
  

➢ 자릿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여러 자리 정수를 읽고 쓰기 

➢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및 나눗셈을 위해 연산의 자릿수 이해 및 특성 사용  

수와 분수 연산 

 

➢ 분수와 정수의 곱셈을 포함하여 분수의 덧셈, 뺄셈 및 곱셈에 대한 등가 및 순서에 대한 이해 확장  



 
 

 

측정 및 데이터  
 

➢ 측정 및 측정 변환과 관련된 문제 해결  

 

기하학 

➢ 특성에 따른 선, 각도, 모양을 그리기, 파악하기, 분류하기 

➢ 대칭선 인식 
 

과학 
교육구 커리큘럼: TWIG Science 

교실 수업을 통해 과학 시간 및 학교 일과 전반에서 과학 표준을 소개, 교육 및 강화합니다. 

 

지구 우주 과학 
 

➢ 정보를 설명하고 결합하여 천연 자원의 에너지와 연료 및 그 사용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 

➢ 시간 경과에 따른 지형 변화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암석층의 화석 및 패턴에서 

증거 식별 

 

물리학 

➢ 힘의 균형 및 불균형이 물체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계획 및 수행 

➢ 증거를 사용하여 물체의 속도 및 에너지를 연관시키는 설명 구성 

생명과학 
 

➢ 식물과 동물의 구조가 생존, 성장 및 행동을 뒷받침한다는 주장 구성 

➢ 동물이 감각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수신하고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며 정보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모델을 

사용하여 설명 

공학, 기술 및 과학적 원리 

➢ 공학/설계 프로세스의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 해결  
 

사회 
교육구 커리큘럼: Houghton Mifflin 
단원 지침 내에서 지식과 기술 구사 

➢ 국가가 성립되기 전 태평양 북서부 탐험 

➢ 워싱턴주의 부족 주권 

➢ 워싱턴주 지리, 자원 및 경제 

 

음악  

교육구 커리큘럼: Quaver 

음악 교실 수업을 통해 음악 기술을 소개하고 강화합니다. 음악 교사는 음악 표준의 지도와 

채점을 담당합니다. 학생들은 주 2 회 음악 수업을 받습니다. 

 

➢ 음악적 지식과 기술 증명  

➢ 창작, 공연, 반응을 통한 예술적 소통 및 연계  

 



 

Puyallup 교육구 초등학교 성적표 

4학년 

1학기 2학기 

학습 기술  

*1년 동안 교실 수업을 통해 학습 기술을 소개하고 강화합니다.  

조직 기술을 발휘함   

학년 수준의 작업을 적시에 마침    

다른 사람들과 협동함    

최선의 노력을 다함   

공손하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다루고 표현함   

교실 규칙과 학교 규칙을 지킴   

ELA: 읽기  

*1년 동안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분석합니다. Journey 교육과정(Journey’s Curriculum)에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 영역에 관련된 글을 읽습니다. 

파닉스와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유창하게 읽음   

텍스트의 주요 세부 사항 또는 추론을 통해 텍스트의 주요 아이디어나 

주제를 요약함  

  

다양한 전략(예를 들어 문맥, 단어 부분, 어근)을 통해 단어와 구의 

의미를 파악함 

  

같은 주제에 대한 두 개의 텍스트에서 정보를 통합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지적으로 쓰거나 말함 

  

ELA: 쓰기  

*1년 동안 학생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글쓰기를 하게 됩니다. 쓰기 수업에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 영역에 관련된 글쓰기를 합니다.  

서술적 작문 능력을 발휘함   

정보 전달/설명을 위한 작문 능력을 발휘함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작문 능력을 발휘함   

계획, 수정, 편집하며 필요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강화함   

정확한 문법, 대문자 사용, 구두점, 철자를 구사함   

ELA: 말하기와 듣기  

https://teams.microsoft.com/l/meetup-join/19%3ameeting_Y2Y1NTA5NTctZTNlNC00NmUzLWJmY2YtOWRlZjZjM2RhMjhi%40thread.v2/0?context=%7b%22Tid%22%3a%2280ec61de-f2fb-4f10-bf15-ffd799808574%22%2c%22Oid%22%3a%22b7a6bf26-aa53-4b42-a4c7-497a796a6a0c%22%7d


*1년 동안 협력적 토의 기술을 소개하고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 영역에 대해 말하고 듣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사실/세부 사항을 이용하여 협조적 대화에 

참여함 

  

수학 *구체적인 수학 기준을 소개, 강화, 평가하기 위해 Bridges in Mathematics 교육과정을 

사용합니다.   

연산 및 대수적 사고    

여러 단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함 

  

십진수와 십진수의 연산    

자릿값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릿수가 많은 정수를 읽고 씀 

자릿값에 대한 이해와 연산의 성질을 바탕으로 정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함 

  

수와 분수 연산  

등가와 순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분수에 대한 정수 곱셈을 

포함하여 분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함 

  

측정과 자료  

측정과 측정의 변환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함 

  

기하학 

선, 각도와 형태를 성질에 따라 그리고 식별하고 분류함 

대칭되는 선을 인식함 

  

과학 *과학 기준을 소개, 강화, 평가하기 위해 TWIG Science 교육과정을 사용합니다.  

지구 우주 과학 

정보를 설명하고 결합하여 천연 자원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와 연료 

그리고 그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풍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암석 형성의 패턴과 암석층의 화석에서 증거를 식별함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지구의 특성에 

나타난 패턴을 기술함 

  

물리학 

균형 잡힌 힘과 균형 잡히지 않은 힘이 물체의 움직임에 미치는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함 

  



증거를 사용하여 물체의 속도를 물체의 에너지에 연관시키는 내용의 

설명을 전개함 

생명 과학 

식물과 동물의 구조가 생존, 성장과 행동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을 

전개함 

모델을 사용하여 동물이 감각을 통해 여러 유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며 여러 방식으로 정보에 반응한다는 것을 

기술함 

  

공학, 기술 및 과학적 원칙   

공학적 원칙/설계 과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함 

  

사회학 

*사회학 기준을 소개, 강화, 평가하기 위해 Houton Mifflin 교육과정을사용합니다.  

단위별 지침 내에서 지식과 기술을 발휘함 

국가가 되기 전의 태평양 연안 북서부를 탐색 

워싱턴 주에서의 부족 주권 

워싱턴 주의 지리, 자원과 경제 

  

체육(PE) 

움직임과 동작에 관련된 개념 지식을 적용함     

개인적, 사회적 기대와 안전에 대한 기대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임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신체 활동의 가치를 인식함   

음악  

*음악 기준을 소개, 강화 및 평가하기 위해 Quaver Music 교육과정을 사용합니다.  

음악적 지식과 기술을 발휘함   

창작, 연주 및 반응을 통해 음악과 소통하고 연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