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받는 질문 

MCPS 평가시험 계획과 최종 시험 

 

 

1. 학기성적 채점방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학기말 시험과 새 분기별 평가시험의 적용 변경에 따라, 고등학교 학과목 성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MCPS 담당자들은 여러 대학과 다른 여러 교육구의 

성적산출방법을 참고하고 학교와 커뮤니티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적산출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 MCPS 는 예전과 같이 알파벳으로의 성적표기를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2016-2017 학사연도부터 학기별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성적산출기간의 평가시험 

 특정 과목은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이 각 분기별로 있으며 각 성적산출기간의 성적이 최종 

성적의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적은 성적산출기간마다 알파벳표기로 채점됩니다. 이 

성적채점방식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기술과목의 교육구에서 제공하는 

최종평가시험/학기말 시험이 있는 과목에만 적용됩니다. 

 이 과목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학기 중에 성적산출기간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성적채점 항목이 온라인에 게시됩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과 의견에 따라, 현재까지의 학기말고사에서는 가지고 갈 수 없었던 

평가시험지를 평가시험을 본 후 학생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기말 성적산출방법 

 별도로 표기되었던 기말시험 성적이, 앞으로는 학생 성적표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학기말 시험이 없어지는 모든 과목은 현재 사용하는 학기말 성적산출방법과 비슷하며, 

학기말 성적은 각 성적산출기간의 성적을 계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모든 고등학교 과목의 학기말 성적은 각 성적산출기간의 "학점(quality point)" 평가 (A = 4, 

B =3, C = 2, D = 1, E = 0)를 통한 평가시험성적 평균을 계산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학과목에서의 새 학기 성적산출방법은 현재 중학교 과목과 여름학기 과목에서 

사용하는 학점산출방법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성적채점지침에 따르면, 교육구에서의 

학생성적채점이 더욱 일관성 있게 이루어집니다. 

 내림세 경향에 따라 산출하게 되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MCPS 성적산출표는 

이전과 거의 같습니다. 갱신된 성적채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된 성적채점표 

1차 성적산출기간(MP1)과 2차 성적산출기간(MP2)의 성적 = 학기 성적 

AA = A  BA = A  CA = B  DA = B  EA = C 

AB = A*  BB = B  CB = B  DB = C  EB = C 

AC = B  BC = B*  CC = C  DC = C  EC = D 

AD = B*  BD = C  CD = C*  DD = D  ED = D 

AE = C  BE = C*  CE = D  DE = E  EE = E 

MP1-학기의 1차 성적산출기간의 성적,  MP2-학기의 2차 성적산출기간의 성적  



표의 모든 성적산출은 *를 제외하고 모두 현재 고등학교 성적산출표와 같습니다.  

 

이 새 성적산출방법은 기준에 근거한 접근방법을 평가시험과 대학기대치에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하고 일관된 성적산출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성적채점방법이 성적을 상향조정하게 되나요? 

학기 성적산출방법의 변경은 학교와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하향조정경향 채점방식(예: AB=B)을 없애는 것은 거의 보편적인 동의에 

가까웠습니다.  미국 교육구의 성적채점은 매우 다양하며 성적채점에 완벽한 채점방법이나 

선호하는 방법의 채점방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점 평균(quality point averaging)을 내기 쉽게 

하기 위해 학기성적을 하향조정하는 산출방법의 사용을 없애므로 공평하고 일관되고 또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채점방법을 제공해줍니다. 학점 평균채점방법은 다른 

교육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채점방식이며, MCPS 에서는 현재 중학교 과목의 최종 

성적채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점 평균을 사용하고 각 성적산출기간 성적의 비율을 모두 같게 하므로, MCPS 학기 성적산출의 

대부분은 이전 성적 산출표와 같게 되며 현재산출과 많은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즘 

성적산출추세에 따르지 않는 평균을 하는 계산법을 사용함에 따라 결과가 제한적으로 잘라 

올리거나 내려지게 됩니다. (AB = 3.5 = A 그리고 BA = 3.5=A)  

특히 중요한 부분은 전에 카운티 전체 시험이 있었던 고등학교 학과목의 분기별 평가시험은 각 

성적산출기간 점수의 10%에 해당하게 되며 성적산출기간의 학생성적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정 성적산출방법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MCPS 의 교과과정과 평가를 

통합한 MCPS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대학입학준비에의 경쟁력을 제공해주며 대학과 

진로에서의 성공을 엄격하게 준비해주도록 한다는 점을 대학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3. 왜 두 시간짜리 최종 학기말 시험을 성적 산출기간 말 평가시험으로 대체하게 되었나요? 

학년 말에 있는 두 시간짜리 최종 시험의 성적 산출기간말 평가시험으로의 대체를 통해, 저희 

교육구는 교습시간을 늘릴 수 있으며 전 학사연도에 걸쳐 형성된 평가 데이터를 통해 학생이 

필요할 때 도움과 조정을 바로 제공하고 동시에 학업진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습득 여부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이에 근거한 

교습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 년 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교육위원회 의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 함께 

염려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던, 전 학년에 걸친 시험횟수에 관한 염려와 교습시간을 늘려야할 

필요성에 관한 의견들을 수렴한 결정입니다. 이 계획은 매해 학년말 시험기간으로 사용되었던 

2주 이상의 시간을 교습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교육구 전체에 걸쳐 보는 각 시험과목은 교육구에서 개발한 성적산출기간 평가를 분기별로 

받게되며 교육구 전체 학생 성적의 10%를 차지하게 됩니다. 평가시험은 누적된 학습지식과 

능력을 측정하며 교습 단원, 성적산출기간 그리고 학기로 나누어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시험은 교육구 전체 시험이 있었던 모든 학과목의 새로운 평가시험을 개발하고 있는 

100명 이상의 교사들의 협조하에 현재 교육구 전문 부서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평가시험 방법은 학생들이 성적 산출기간 내에 평가를 받음으로 , 더 의미 있고 어려운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과 학부모님께 학생이 실제로 배우는 교과과정 기간내에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시험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임시교육감 Larry Bowers 씨가 

2시간 학기말 평가시험 대체에 관한 공식메모를 봅시다. [LINK] 

 

4. 적용시기는 언제인가요? 

2015-2016 

 중학교 학과목에서 2시간짜리 시험을 없앱니다. 

 PARCC와 High School Assessment(HSA) 과목인 영어 10, 대수 1, 정부정치, 생물에서 

2015-2016 학사연도부터 2학기 2시간짜리 학기말 시험이 없어집니다. 고등학교의 

일반과목 시험은 기존과 같습니다. 

 "반일(Half day)" 시험 스케줄은 계속 유지됩니다. 

2016-2017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의 2 시간짜리 학기말 시험이 없어지며 교육구에서 개발한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을 대체하게 됩니다. 교등학교에서의 학년말 시험 "반일" 

스케줄은 없어집니다. 각 반은 계속 종일(full-day)로 스케줄에 따라 진행됩니다. 

 

5. 분기별 시험 혹은 성적 산출기간말 평가시험이란 무엇인가요? 

학기 말 주요과목의 2시간의 선다형/단답형 질문으로 구성된 시험을 대신하여 현재 교육구 전체 

시험을 보고 있는 과목의 경우, 각 과목마다 분기별로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분기별 평가시험은 과목마다 교육구 전체에서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채점 및 성적이 

매겨지므로 교사, 학교, 교육청 직원이 모니터하여 적절한 시기에 학생에게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주게됩니다. 대학에서와같이, 성적산출기간별 평가시험은 학습내용에 충실한 평가이고,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며 누적평가시험, 프로젝트등 현재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일반적인 과제등을 포함한 평가시험이 됩니다. 평가시험은 학기 또는 학년동안 누적된 

학습지식과 능력을 측정합니다. 100명 이상의 교사가 현재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종전의 교육구 

모든 시험과목의 새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 

교실에서의 실제 교과과정 교습 경험, 견식과 통찰력은 높은 수준의 교습에 깊이 관련된 

평가시험 개발에 매우 귀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을 적절한 시기에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평가시험은 새로운 평가시험과 테크놀로지가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봄 시범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 평가시험 방법은 학생들이 성적 산출기간 내에 평가를 받음으로 , 더 의미 있고 어려운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과 학부모님께 학생이 실제로 배우는 교과과정 기간 내에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이 변경사항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교사는 새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이 내년도 즉 다음 학사연도에 준비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교사가 현재 교육청 전문가와 함께 교육구 전체 시험이 있었던 

모든 과목의 새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와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특수교육 교사와 ESOL(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교육) 교사가 포함된 평가시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 교실에서의 실제 교과과정 교습 경험, 견식과 

통찰력은 높은 수준의 교습에 깊이 관련된 평가시험 개발에 매우 귀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와 학생을 적절한 시기에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평가시험은 새로운 

평가시험과 테크놀로지가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봄 시범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7. 교습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현재 2 시간의 고등학교 기말 시험은 각 학기마다 일주일씩 할당한 반나절(half-day) 스케줄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나절 스케줄은 아침 2시간의 시험을 보고 하교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에 따라 학생과 교사는  시험 및 복습과 추가시험으로 사용하던 도합 2주의 반나절 

시험기간을 교습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8.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전에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학기말에 2 시간에 걸친 시험을 보고 학업성적에 관한 교사의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학생은 성적표를 받고 난 후, 성적표에 표기된 알파벳으로 

표기된 점수를 통해 성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는 시험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학생의 학습을 

돕는 데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 정식으로 요청해야만 시험을 본 몇 

주후에 교사와 함께 시험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단원에서 보는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을 통해 교사는 시험 결과에서 알게 된 학생에게 필요한 부분을 다음날 또는 다음주에 

바로 교습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게 되며, 학생들의 학업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피드백을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평가시험 중 특정 피드백은 학부모님이 보시고 교사와 소통이 되도록 각 

가정에 보내집니다. 

 

9. 시험변경으로 학생이나 교사의 일이나 학업량이 많아지나요?  

교사가 현재 채점하고 있는 형성평가와 분기별 평가, 주요 평가시험은 학기말 시험을 보고 있는 

과목 대부분의 교과과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은 추가 사항이 아니며 

교과과정의 진정한 학습을 위해 행해지는 일부입니다. 

 

10. 학생의 대학진학 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평가시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교습기간과 같은 성적산출기간에 평가시험을 

보아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의미있고 철저한 시험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접근방법은 대학교와 그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시험, 과제물, 리서치, 프로젝트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이 누적되어가는 교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학생이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서 여러 시간이 걸리는 대학 수준의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이런 여러 고등학교 시험에는 Advanced Placement(AP)와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시험, PSAT, SAT, ACT, ACCUPLACER 등이 있습니다. 학생은 

또한 PARCC와 HSA 시험을 특정 학년과 중요과목에서 보게 됩니다. PARCC의 과목 시험은 

각각 이틀에 걸쳐 4시간을 보게 됩니다. 

 

추가로 학기말 시험과 같이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은 학생의 누적학력을 계속 측정하게 되어 

학생들이 대학과 실생활에서의 학습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적산출기간 평가시험은 

메릴랜드 주와 미국의 측정기준에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11. 만약 MCPS가 학생들의 시험부담을 줄여주기를 원한다면, 왜 PARCC나 High School Assessments 

(HSA)를 없애지 않나요?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PARCC 와 HSA 와 표준 평가시험을 학력수준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MSDE)는 교육구에 교습시간을 

늘리고 시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반영 교육구에 요청하였습니다. MCPS에서는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학기말 시험이 바로 시험에의 부담을 줄이고 2주라는 추가 교습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2. 다른 교육구에서도 학기말 시험을 없애고 있나요?  

예. 미국 전국적으로 교육자,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구는 평가시험의 수와 시험량을 줄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Loudoun 카운티와 Anne Arundel 카운티의 교육위원회는 최근 학기말 기말 

시험을 없앴습니다. 다른 여러 교육구도 교육구 통합시험이 아닌 교사가 개발한 기말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고등교육평가방법은 선다형 문제나 단답형이나 짧은 응답의 문제대신 프로젝트에 따른 평가, 

리서치 프로젝트 또는 시험이 아닌 누적대체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에서는 전통적인 학기말 시험의 대체방법으로 교수가 프로젝트, 리서치 리포트 또는 다른 

평가시험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접근방법은 최근 Council of the Great City Schools report, Student Testing in America's Great City 

Schools: An Inventory and Preliminary Analysis와 Obama 행정부의 주와 교육구의 시험을 줄이자는 

권면에 따른 것입니다. Obama 행정부의 행동계획 "더 적게 더 똑똑하게(fewer smarter)" 

평가시험은 "시험을 볼만한, 높은 수준의, 시간이 적게 들고, 공평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한, 

다양한 측정방법 중의 하나인, 그리고 학습증진에 기여하는" 평가시험을 지향합니다. Maryland 

정부는 최근에 교습시간을 늘리고 시험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와 카운티 평가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팀을 소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