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12 월 17 일 
 
학부모 및 보호자 여러분, 
 
10 월 26 일과 11 월 5 일 주간 동안 귀하의 2 학년 학생은 수학 및 읽기 모두에서 주 요구 사항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Lexia Core5 Auto Placement Test는 읽기 영역의 학생들에게 주어졌으며 
NWEA MAP (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평가는 수학 영역의 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동봉 된 내용 : 

● Lexia Core5 Auto Placement Test에서 자녀의 결과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이 
서신에 

 
이어 다음을 받게됩니다. 

● NWEA MAP 수학 평가에서 자녀의 성적 결과. 
 
가정에서 배우는 어려움을 감안할 때 이러한 평가 결과는 교사가 자녀가 무엇을 필요로하는지 
아는 데 도움이되는 지표 중 두 가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의 성과를보고 제출 된 정보를 사용하여 성취 영역과 필요 사항을 기록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교사가 자녀 교육의 다음 단계를 안내하는 데 사용하는 성취 프로필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제공됩니다.  
 
아래에서 Lexia Core5 자동 배치 테스트와 NWEA MAP 수학 테스트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AAPS Clever 계정에 로그인하여 Lexia Core5 테스트 
결과에 액세스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의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XX 
  



Lexia Core5 자동 배치 테스트 결과 액세스  
 
부모와 보호자는 자녀의 Core5 프로그램 
내에서 Lexia Core5 자동 배치 테스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Clever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로그인하면 홈 화면이 오른쪽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아동의 레벨이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파란색 
숫자를 클릭하십시오.  
 
 
 
다음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벨은 화면 하단에 이름이 지정되고 자녀가 
작업중인 기술이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준과 기술 향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필요로하는 경우 담임 교사가 제공 할 
수 있습니다. 
 
 
 
 
NWEA MAP 수학 결과 
NWEA MAP 수학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자녀의 MAP 학생 진도 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는 빠른 참조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가을 MAP 점수는 스냅 샷으로보아야하며 이것은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 일뿐임을 기억하십시오. 
 
보려면방문 https://www.nwea.org/the-map-suite/family-toolkit/하십시오 귀하와 귀하의 자녀를 
지원하기위한 활동과 자료를을. 
 
 

https://www.nwea.org/the-map-suite/family-toolk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