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노트 등급기준 (2021 년 5 월 개정)
각 과목별로 학생의 학습태도 및 노력은 주간 노트를 통해 평가됩니다. 등급은 ‘5’(매우 우수한 노력)부터 ‘1’(성실성 결여)로
나누어지며 '3'은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5 를 받는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것
•

지속적으로 학습에 열의를 보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업에 임합니다.

•

지속적으로 본인의 학습을 위해 숙제 또는 수업 과제를 완수합니다.

•

지속적으로 교실 규칙과 지시를 따라 참여하고 학습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

지속적으로 수업시간을 엄수하고 교복은 반듯하게 착용합니다.

•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항상 잘 챙겨옵니다.

•

디바이스는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감있게 사용합니다.

4 를 받는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것
•

평상시 학습에 열의를 보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수업에 임합니다.

•

평상시 본인의 학습을 위해 숙제 또는 수업 과제를 완수합니다.

•

지속적으로 교실 규칙과 지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학습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

지속적으로 수업시간을 엄수하고 교복은 반듯하게 착용합니다.

•

항상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챙겨옵니다.

•

디바이스는 학습을 돋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3 을 받는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것
•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내에 지시를 따르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기본적으로 숙제 또는 수업 과제를 완수합니다.

•

보통 교실 규칙과 지시에 따르며 학습 환경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을 엄수하고 교복은 반듯하게 착용합니다.

•

기본적으로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챙겨옵니다.

•

기본적으로 디바이스를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2 를 받는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것
•

대체로 수업시간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지속적으로 숙제 또는 수업 과제를 완수하지 않습니다.

•

지속적으로 교실 규칙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

자주 수업 시간에 늦으며 교복차림이 단정하지 못합니다.

•

자주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습니다.

•

빈번한 수업 중 부적절한 디바이스 사용은 학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1 을 받는 학생에게서 볼 수 있는 것
•

행실이 불량하며 대체적으로 학급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

자주 숙제 또는 수업 과제를 완수하지 않거나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

지속적으로 교실 규칙을 따르지 않고 타인을 방해하여 학습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보입니다.

•

자주 수업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복장이 불량합니다.

•

자주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습니다.

•

디바이스를 부적절하게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