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넬 라이트 가든스 초등학교

학부모 정보

평가 및 성적표
평가는 교수, 학습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학교의 교사들는 지속적으로 모든 학
생들을 평가하여, 현 학교의 프로그램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성 평가'라고하며, 교사의 관찰, 학생의 과제물 분석, 수시 학급 테스트 및 학생들
의 피드백, 내용 이해에 대한 자가 평가 요구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 교사들은 과
제를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충분한 진전이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매년 일부 표준화 된 시험이 사용됩니다. 이 시험의 결과는 학생이 더 도움이 필요
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학년, 5학년, 7학년 학생들은 독해 작문 능력과 수
리 능력의 국가 시험 (NAPLAN)을 수행하고 부모님들은 호주 전역의 또래 학년의 아이들
과 비교한 자녀의 성취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고하는 방법에는 매년 두번
교사와의 공식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년 호주의 교육 과정 기준에 의해 작성된 두
번의 학생들의 성취도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의 노력 평가와 교사 의견도 제공합
니다. 우리의 평가 및 보고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기적인 의사 소통입니다. 학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진전 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사와 면담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켐프와 견학
캠프 및 견학은 자녀의 교육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행사의 세부 사항은
사전에 집으로 보내져 부모님들게 알립니다. 부모님들은 학교가 알아야 두어야 할 가족의
문화적, 종교적 관행에 대해 교사에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자녀에게 기도를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거나 채식 메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캠
프에서의 취침은 항상 남녀가 구별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교사에 의해 감독됩니다. 캠프
에서

도우미로 활동하기 원하시는 모든 부모들은 사전에 경찰의 신원조회를 마쳐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동의서에 서명하고 캠프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그 비용은 음식비나 교통비,
공연관람비 일수도 있으며. 분할 납부가 가능 합니다. 분납을 원할 시는 자녀의 교사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부모 참여
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큰 기여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예입니다 :
•

자녀의 학급에서 읽기 듣기

•

구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 준비 도움

•

수학 그룹 돕기

•

교복판매소 도우미

•

스포츠 팀 코치 또는 도우미

•

정원 손질을 위한 자원 봉사 참석

•

특기의 공유 (예: 댄스, 바느질이나 미술)

•

케이크 판매나 운동회 도우미

•

캠프와 견학시 동행

•

콘서트나 발표회에서 필요한 의상 제작 도움

•

운영위원회에 참여, 행사 기획 및 모금 지원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에 대한 동영상은 아래 싸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colgrdnsps.sa.edu.au/CLGPS/lnternational_students.html

여러분 자녀의 학교생활에 참여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방법에 대해 교사들에게 이야
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 돌보고 배우고 성장하여 성공을 이루
자
Windsor Avenue, Colonel Light Gardens, South Australia 5041
Phone:(08)8276 1523 Fax: (08)8374 1038
Email: dl.0723.info@schools.sa.edu.au
Website:www.colgrdnsps.sa.edu.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