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언어영역/독해와 수학 PARCC 성적표 이해하기

2017년-2018학사연도는 Maryland주 대학과 진로 준비 기준(Maryland College and Career-Ready
Standards)에 따른 PARCC 영어 언어영역/문해와 수학 평가시험을 본 네 번째 해입니다. 이 시험은 통합적인 글을
쓰고 자신의 논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 논리적 추론 능력, 문제해결 능력과 같은 복합적 능력을 측정합
니다. PARCC 평가시험은 학생들에게 읽고, 쓰고, 반영하고, 분석하고, 결과를 산출하고, 실생활과 연결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PARCC 점수는 학생의 수업 내 성취도, 성적표의 성적,
교사의 피드백과 함께 사용되며 학업기준에 준한 학생의 진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의 평가점수 보고서를 보는 방법

1.

전체 성과-학생의 각 과목의 전체 성과점수는 다섯 가지 수준 중의 하나로 받게 됩니다. 학력수준은 1단
계(학생이 학년 수준의 기대치를 이루지 못함)부터 5단계(학생이 학년 기대치를 충족 또는 기대치보다 높
은 성취를 보임)까지입니다.

2.

점수 분포 - 이 도표는 각 학력수준의 범위를 보여주며 학생이 범위안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3.

대학과 진로 기준 - 학생이 4 또는 5를 받을 경우, 학생이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기대치 이상을 충족한
것으로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대학 수준의 학과목을 수강할 준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4.

전체 점수 비교 - 이 항목은 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들과의 비교와 교육구
내와 주내의 학생들과 비교한 결과도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실력 수준의 학생의 백분
율과 학생의 개별 진도를 측정하는 학생 성장 백분율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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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평가점수 보고서를 보는 방법 (계속)....

5.

읽기/독해와 글쓰기 - 영어 언어영역 성적표는 학생의 읽기와 쓰기 점수를 비교해 줍니다. 학생의 점수
는 각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재됩니다. 학생의 성적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점수 분포를 제공합니다. 이 항
목은 또한 학교, 교육구, 주 별 평균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자세한 분석-점수는 학생 결과를 세분화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잘하는 부분과 향상
해야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은 학생의 결과와 기대치를 충족한 학생들을 비교한 화살표
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 수준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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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landpublicschools.org
marylandassessments.org

Maryland 평가시험에 관한 사실
연방정부 법은 3학년-8학년의 모든 학생이 매해
주 평가시험을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학생이 학년 수준의 과목 기준을 학년을 마
칠때 이해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Maryland 교육자는 시험 개발과 향상에 깊게 참
여하고 있으며 항목을 분석하고 항목이 적절한
지를

이 점수 보고는 학생의 다음 단계로의 준비를 돕
게되는 다음 학사연도 교습계획과 강화학습을 계
획할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주는 도구역할을 합니다.

검토합니다. Maryland는 또한 PARCC 정부 위
원회의 일원으로 시험의 방향 제시를 돕고 있습
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 학부모님은 자녀의 IEP 또는 504
팀과 연락하여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조정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학생 가족은 이 점수를 자녀 담당 교사 및 학교 교
직원과 자녀의 학습 장점과 향상해야 하는 부분에
관한 대화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학습적 필요를 돕는 최
선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Understand the Score- understandthescore.org

Be a learning hero- bealearninghero.org/learning-tools/skill-builder

Great Kids- greatschools.org/gk/common-core-test-guide

PARCC practice tests- parcc.pearson.com/practice-tests

Achieve resources on standards- achieve.org/files/ResourcesforParentsandFamiliesonCCSSv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