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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및 후견인께,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학생 성취(성적표)는 귀 자녀의 학업 진도를 비롯하여 노력, 학업 습관 및 품행 기대치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성적표(첨부)는 귀하께서 자녀의 학업을 감독하고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귀 
자녀의 학업 진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써의 역할을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영어, 영어 발달(ELD – 해당 시), 수학, 역사/사회과학 및 과학에서 표준에 기초한 학업 성취 성적을 
받았습니다.  
 

 
4 
학생은 표준에 대한 완전한 이해 및 적용을 보여 주었다. 
(복수의 기량을 숙달하였으며 이 기량을 복합적 상황 해결을 위해 창의적이고 타당하게 적용함) 

 
3 
학생은 표준에 대한 능숙한 이해 및 적용을 보여 주었다. 
(기량을 숙달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적용함) 

 
2 
학생은 표준에 대한  부분적 이해 및 적용을 보여 주었다. 
(기량 또는 기량의 일부를 숙달하였지만 지원없이 기량을 적용할 수 없음) 

 
1 
학생은 표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및  적용을 보여 주었다. 
(배운 기량 및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함) 

  
추가로, 각 과목 부문에서 노력에 대한 성적이 주어졌으며, 체육에서는 참여 및 품행이 노력 성적에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전자정보 기술  그리고 시각 및 공연 예술에 대해 노력 성적을 받게되며 노력, 학업 습관 및 품행 
기대치에서 기대치 만족에는  “S” 또는 개선 필요에는 “N”을 받습니다.  
 
정의 및 주요 약어를 포함하는 더 자세한 정보는 귀 자녀의 성적표 이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 학습생의 
학부모를  위한  성적표 안내 및 정보는  https://www.gusd.net/Page/925에서 가용합니다.  
 
본 성적표는 보관하시고, 귀하가 정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도록 봉투에  서명하여  귀  자녀의  교사에게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를 주의깊게 검토하시고, 자녀와 논의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십시요.  가정과 학교 간의 소통은 학급에서 학생의 성공에 있어 하나의 주요 요소입니다.   
 
교육위원회를 대신하여, 본인은 저희가 함께 귀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 학교 및 교사와 함께 노력하는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infred B. Roberson, Jr., Ed. D.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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