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yallup School District의 초등 성적표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 그리고 해당 학년 말까지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Puyallup School District는 학교와 가정 간의 유대를 중시합니다. 초등 성적표는 

각 학생의 교육적, 사회적 측면의 성장을 공유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Puyallup School District 성적표의 주요 표준  

 

모든 워싱턴 주 교육 표준을 대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읽기, 수학, 과학, 사회, 체육, 음악, 

미술 과목에는 수많은 표준이 있습니다. 각 과목에는 다양한 학습 표준이 있으며, 

일부는 학습에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Puyallup School District가 제시하는 주요 

표준은 지속성과 활용성 및 다음 단계의 학습에 대한 준비성의 발전입니다. 

 

모든 표준을 지도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주요 표준은 숙달과 

중재를 지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성적표는 

부모/보호자에게 주요 표준의 

달성 수준을 알려줍니다. 

 

표준-참조 성적표 

 

표준-참조 성적표는 관찰 

가능하며 객관적인 학업 성과 

지표를 사용합니다. 학습 기준은 학생들이 각 학년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시하는 기준점을 기반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숙달 수준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서로 비교되지 않습니다. 문자 점수는 초등 학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대신해, 숫자를 통해 표준 달성도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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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주 학습 표준 

미국 Common Core 표준에 

기반한 워싱턴 주 학습 표준은 

교육 내용 전반을 포함하는 

초등 성적표를 제공합니다. 

다음 목표는 워싱턴 주의 K-12 

학습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방식과 환경에서 많은 

청중과 함께 이해하며 읽고 

효과적으로 쓰고, 원활하게 

의사소통합니다 
 

 다음 과목들에 대한 핵심 

개념과 원리를 알고 

적용합니다: 수학, 사회, 물리, 

생명과학, 다양한 문화와 대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시민 교과 

및 역사 교과, 지리, 예술, 건강 

및 신체 
 

 분석적, 논리적,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기술 소양, 능숙성과 

다양한 경험, 지식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노동과 경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성과, 노력, 선택이 미래의 

직업과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워싱턴 주 학습 표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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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기능 

교육구 교육 과정: Second Step 

학습 기능은 교실 수업과 학교 일과를 통해 접하게 되며, 

강화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고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배정받은 일을 완수합니다  

 양질의 결과물을 완성합니다  

 타인을 존중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지시와 절차를 듣고 따릅니다  

 자제력을 보여줍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시간을 잘 지킵니다  

 학교 및 교실 규칙을 따릅니다 
 

영어 
교육구 교육 과정: Amplify CKLA 

읽기 

5학년 학생들은 학문적인 글을 읽기 위해 더욱 종합적인 기본 능력을 쌓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해 능력과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점차 더욱 복잡한 구조의 글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언어 발달은 전반적인 교육 및 특정 영역의 어휘에 

중점을 둡니다. 

기본 기능 

 이해를 위한 충분한 정확도와 유창성을 보이며, 유창한 읽기를 위해 파닉스 및 해독 능력을 적용합니다. 

문학의 이해 

 글에서의 추론을 통해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정보 글의 이해 

 요점 및/또는 주제를 파악하며, 주요 세부사항이 뒷받침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글 요약) 

 동일한 주제에 대한 두 글의 정보를 융합하여 해당 주제를 능숙하게 작성하거나 말할 수 있습니다 

어휘 사용 및 습득 

 문맥에서 사용된 단어와 구의 의미를 파악합니다 

 

쓰기 

학생들은 의견과 정보, 이야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글을 쓸 것입니다. 표준은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쓰기 교육이 전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편 소설, 단편 정보/설명글, 의견을 작성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필요에 따라 기획, 수정, 편집하여 작문을 발전시키고 보강합니다 

 정확한 문법, 대문자, 구두점, 맞춤법을 사용합니다 
 

말하기 및 듣기 

모둠 토론 능력은 다방면의 교육 영역을 통해 탐색하고 학습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말하기와 듣기를 

연습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에 협력적으로 참여합니다 

 적절한 사실과 세부사항을 포함해 정보를 제공하며 명확히 말합니다 

수학  
교육구 교육 과정: Bridges in Mathematics  

수학 능력은 수학 교실 수업, 넘버 코너 시간 및 학교 일과를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며, 배움을 통해 강화됩니다. 
 

연산 및 대수적 사고: 
 

 표준 연산을 사용하여 여러 자리 정수를 능숙히 곱합니다(유창성 필요, 학년말 목표).  

10진수 숫자 및 연산  
  

 소수가 포함된 여러 자리 숫자의 자릿값을 이해합니다  



 
 

분수의 숫자 및 연산 

 분수의 덧셈, 뺄셈을 정확히 합니다 

 정수의 나눗셈과 분수에 대한 문장제를 풉니다 

 곱셈/나눗셈에서 분수의 곱셈/나눗셈으로 확장하여 적용합니다 

 

측정 및 자료  
 

 부피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기하학 

 좌표 평면의 점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실제 및 수학 문제를 풉니다 

 2차원 도형을 특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과학 
교육구 교육 과정: TWIG Science 

과학 표준은 과학 교실 수업과 학교 일과를 통해 수업이 이루어지며, 배움을 통해 강화됩니다. 
 

지구 우주 과학 
 

 다른 별에 비해 태양의 밝기가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암석권, 생물권, 수권 및/또는 대기가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들며 모형을 만듭니다 

물리학 

 물질의 구조와 속성을 설명하는 모형을 만듭니다 

 중력으로 인해 지구 상의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생명과학 
 

 식물, 동물, 분해자 및 환경 간의 물질 이동을 설명하는 모형을 만듭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수분은 대부분 대기와 물에서 얻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공학, 기술 및 과학의 원리 

 공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과정을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회 
교육구 교육 과정: Houghton Mifflin 

단원 지침 내의 지식과 기능을 보여줍니다 

 시민 참여가 권리 및 책임과 관련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다양한 문화 및 민족 집단이 미국 역사를 형성한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설명합니다 

 

음악  

교육구 교육 과정: Quaver 

음악 수행은 음악 교실 수업을 통해 탐색하며, 학습을 통해 강화됩니다. 음악 교사는 

음악 표준에 맞는 지도와 점수 부여를 담당합니다. 학생들은 주 2회 음악 수업을 

받습니다. 
 

 음악 관련 지식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창작, 수행 및 응답을 통해 예술과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체육 
체육 교육 능력은 교실 수업을 통해 탐색되며 강화됩니다. 체육 교사는 체육 교육 표준에 맞는 지도와 점수 

부여를 담당합니다. 

 동작 및 수행과 관련된 개념 지식을 적용합니다   



 
 

 책임감 있는 개인 및 사회를 보여주며 안전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건강과 즐거움을 위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합니다 

 

밴드/오케스트라 
밴드/오케스트라 교실 수업을 통해 밴드 및 오케스트라 능력을 탐색하고 강화합니다. 밴드/오케스트라 교사는 

음악 표준에 맞는 지도와 점수 부여를 담당합니다. 5학년생에게 이는 선택 사항이며 수업은 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지식과 기술을 이해하며 적용합니다 

 노력, 참여, 협업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