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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 측정 증거인 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 관한 안내 가이드 학부모용 2018–2019

학생 진도 측정 

학습도측정증거인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관한학부모님/후견인안내가이드 2018–2019

(3학년수학) 
 

일부터 4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일까지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5 12 19 26 3 10 17 24 31 7명 13

점수 평가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3월 4월 4월 5월 6월
1차성적산출기간

9월 4일-11월 7일

2차성적산출기간

11월 8일-1월 25일

3차성적산출기간

1월 29일-4월 3일

4차성적산출기간

4월 4일-6월 13일

3 PARCC
PARCC 수학

4/23/2019 – 5/24/2019 종이/연필

4/23/2019 – 6/7/2019 온라인

3 MAP-M MAP-M
9/11/2018 – 11/2/2018

MAP-M
1/2/2019 – 1/24/2019

MAP-M
4/4/2019 – 6/7/2019

3 수학 교육구수학평가시험
9/7/2018 – 11/14/2018

교육구수학평가시험
11/15/2018 – 2/1/2019

교육구수학평가시험
2/4/2019 – 4/10/2019

 

측정 시간 배경 포맷 목적 피드백의가치

우수한수준의교습을보장하기위한틀

학부모에게의결과

보고방법

PARCC 
수학 

4회의 

60분 

시험=합 

240분/1년  

전체 

교실 

온라인  
 

메릴랜드 주 요건인 영어/언어영역 학년수준 

숙달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교사, 학교, 학부모에게 학생이 수학영역에서 

학년 수준을 습득했는지를 알리고 학생의 

습득수준을 같은 학년과 학교 또래와 

비교한다.   학교와 교육구 전체의 교습 계획을 

돕습니다. 

학생 개인 성적표가 

가을에 각 가정 우송. 

또한, myMCPS 

학부모 포탈 

사이트에 게재 
MAP-M 

3회의 

45분 

시험=합 

135분/년  

전체 

교실 

온라인   학년 수준 기준 평가를 사용하여 각 학생의 

개별 수학 영역 기준을 모니터한다.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의 학력향상과 성취도 

측정을 제공한다. 학생의 공식과 대수학적 

사고력, 수와 수식, 측정과 데이터, 기하의 

종합적 이해를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myMCPS학부모 포털  

사이트와/또는 

학교에서의 종이 

복사본 

교육구 

평가시험 
 

3회의 

45분 

시험=합 

135분/년  

소그룹 

또는 

교실 

전체 

온라인  
 

주요 내용 기준의 수학적 이해와 정해진 성적 

산출기간에 강조하는 학년 수준 내용을 

평가하는 누적/부가적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교습말에 학습도를 평가. 높은 수준인 PARCC 

평가시험에 따른 교습 계획을 알인다.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평가는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통해 

제공한다. 
 
MAP-P = 학업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 수학 

PARCC =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3학년 수학



학습도 측정 증거인 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 관한 안내 가이드 학부모용 2018–2019

학생 진도 측정 

학습도측정증거인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관한학부모님/후견인안내가이드 2018–2019

(3학년읽고쓰는능력-문해능력/Literacy) 
 

일부터 4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일까지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5 12 19 26 3 10 17 24 31 7명 13

점수 평가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3월 4월 4월 5월 6월
1차성적산출기간

9월 4일-11월 7일

2차성적산출기간

11월 8일-1월 25일

3차성적산출기간

1월 29일-4월 3일

4차성적산출기간

4월 4일-6월 13일

3 PARCC
PARCC 읽기/영어언어영역(ELA)

4/23/2019 – 5/24/2019 종이/연필

4/23/2019 – 6/7/2019 온라인

3 MAP-R MAP-R
9/11/2018 – 11/2/2018

MAP-R
1/2/2019 – 1/24/2019

MAP-R
4/4/2019 – 6/7/2019

3 읽기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10/1/2018 – 11/5/2018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12/10/2018 – 1/24/2019

교육구문해능력

평가시험 
2/25/2019 – 4/2/2019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5/6/2019 – 6/12/2019

 
 

측정 시간 배경 포맷 목적
피드백의가치

우수한교습을위한교습결정의기준

학부모에게의결과

보고방법
PARCC 
읽기/영어 

언어영역 
(ELA/Literacy) 
 

3회의 75분 

시험=합 

225분/1년  

전체 교실 온라인  메릴랜드 주 요건인 영어/언어영역 학년수준 

숙달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학습평가. 교사, 학교, 학부모에게 학생이 학년 

수준에서 학년 수준을 습득했는지를 알리고 학생의 

습득수준을 같은 학년과 학교 또래와 비교한다.   

학교와 교육구 전체의 교습 계획을 돕습니다. 
 

학생 개인 성적표가 

가을에 각 가정에 

우송.  또한 myMCPS 

학부모 포탈 

사이트에서 게재. 
MAP-R 

 
3회의 45분 

시험=합 

135분/1년  

전체 교실 온라인 
  

학년 수준 기준 평가시험을 영어/독해 표준 

내용 습득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다양한 

데이터 점수 중 학생이 필요한 교습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년 수준과 학교 수준의 교습 계획과 전문성 개발을 

알린다. 장점과 문학 작품, 정보 문장읽기와 단어 

습득과 사용에서 향상해야 할 부분을 찾는다. 

myMCPS학부모 포털  

사이트와/또는 

학교에서의 종이 

복사본 

교육구 

문해능력 

평가시험 

 

4회의 45분-

60분 

시험=합 

180분-

240분/1년  

독립적인 

학습시간  

온라인 답을 선택하는 다지선답과 글쓰기를 통한 종합 

독해력(독해 이해력, 표현적 글쓰기, 영어 

언어규칙)을 평가한다. 

교습을 알리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PARCC 

평가시험의 수준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평가는 

교사와 학부모 

미팅에서 공유 또는 

가정에 보냄 

ELA = 영어/언어영역(English/Language Arts) 

MAP-R = 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 영어/읽기 

PARCC =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3학년 문해/읽고 쓰는 능력/Literacy



학습도 측정 증거인 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 관한 안내 가이드 학부모용 2018–2019

학생 진도 측정 

4학년 수학
학습도측정증거인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관한학부모님/후견인안내가이드 2018–2019

(4학년수학) 
 
일부터 4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일까지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5 12 19 26 3 10 17 24 31
7
명

13

점수 평가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3월 4월 4월 5월 6월
1차성적산출기간

9월 4일-11월 7일

2차성적산출기간

11월 8일-1월 25일

3차성적산출기간

1월 29일-4월 3일

4차성적산출기간

4월 4일-6월 13일

4 PARCC
PARCC 수학

4/23/2019 – 5/24/2019 종이/연필

4/23/2019 – 6/7/2019 온라인

4 MAP-M MAP-M
9/11/2018 – 11/2/2018

MAP-M
1/2/2019 – 2/22/2019

MAP-M
4/4/2019 – 6/7/2019

4 수학 교육구수학평가시험
9/7/2018 -11/14/2018

교육구수학평가시험
11/15/2018 – 2/1/2019

교육구수학평가시험
2/4/2019 – 4/10/2019

 

측정 시간 배경 포맷 목적 피드백의가치

우수한수준의교습을보장하기위한틀

학부모에게의결과

보고방법

PARCC 
수학 

4회의 60분 

시험=합 240분/1년  

전체 

교실 

온라인 
 

메릴랜드 주 요건인 수학영역 

학년수준 숙달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교사, 학교, 학부모에게 학생이 수학영역에서 학년 

수준을 습득했는지를 알리고 학생의 습득수준을 

같은 학년과 학교 또래와 비교한다.  학교와 교육구 

전체의 노력과 활동을 돕는다.   

학생 개인 성적표가 

가을에 각 가정 우송. 

또한, myMCPS 

학부모 포털 

사이트에 게재 
MAP-M 
 

3회의 45분 시험 = 

합 135분/년 

전체 

교실 

온라인 학년 수준 기준 평가를 사용하여 각 

학생의 개별 수학 영역 기준을 

모니터한다.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의 학력향상과 성취도 

측정을 제공한다. 학생의 공식과 대수학적 사고력, 

수와 수식, 측정과 데이터, 기하의 종합적 이해를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myMCPS학부모 

포털 사이트와/또는 

학교에서의 종이 

복사본 

교육구 

평가시험 
 

3회의 45분 

시험=합 135분/년  

소그룹 

또는 

교실 

전체 

온라인  
 

주요 내용 기준의 수학적 이해와 

정해진 성적 산출기간에 강조하는 

학년 수준 내용을 평가하는 

누적/부가적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교습말에 학습도를 평가. 높은 수준인 PARCC 

평가시험에 따른 교습 계획을 알린다.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평가는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통해 제공 

 
메모: 4/5 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해 기준은 학년 교습 내용을 적용한다. 

MAP-P = 학업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 수학 

PARCC =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학습도 측정 증거인 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 관한 안내 가이드 학부모용 2018–2019

학생 진도 측정 

4학년 문해/읽고 쓰는 능력/Literacy
학습도측정증거인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관한학부모님/후견인안내가이드 2018–2019

(4학년읽고쓰는능력-문해능력/Literacy) 
 

일부터 4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일까지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5 12 19 26 3 10 17 24 31 7 13

점수 평가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3월 4월 4월 5월 6월
1차성적산출기간

9월 4일-11월 7일

2차성적산출기간

11월 8일-1월 25일

3차성적산출기간

1월 29일-4월 3일

4차성적산출기간

4월 4일-6월 13일

4 PARCC
PARCC 읽기/영어언어영역(ELA)

4/23/2019 – 5/24/2019 종이/연필

4/23/2019 – 6/7/2019 온라인

4 MAP-R MAP-R
9/11/2018 – 11/2/2018

MAP-R
1/2/2019 – 2/22/2019

MAP-R
4/4/2019 – 6/7/2019

4 읽기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10/1/2018 – 11/5/2018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12/10/2018 – 1/24/2019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2/25/2019 – 4/2/2019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5/6/2019 – 6/12/2019

 

측정 시간 배경 포멧 목적
피드백의가치

우수한교습을위한교습결정의기준

학부모에게의결과

보고방법
PARCC 
읽기/영어 

언어영역 
(ELA/Literacy) 

3회의 90분 

시험=합 

270분/년  

전체 교실 온라인  메릴랜드 주 요건인 영어/언어영역 

학년수준 숙달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교사, 학교, 학부모에게 학생이 영어/언어영역에서 학년 

수준을 습득했는지를 알리고 학생의 습득수준을 같은 

학년과 학교 또래와 비교한다.   학교와 교육구 전체의 

노력과 활동을 돕는다.   
 

학생 개인 성적표가 

가을에 각 가정 우송. 

또한, myMCPS 학부모 

포탈 사이트에 게재 

MAP-R 
 

3회의 45분 

시험 = 

합 135분/년 

전체 교실 온라인 
  

학년 수준 기준 평가시험을 영어/독해 

표준 내용 습득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다양한 데이터 점수 중 학생이 필요한 

교습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년 수준과 학교 수준의 교습 계획과 전문성 개발을 

알린다. 장점과 문학 작품, 정보 문장읽기와 단어 습득과 

사용에서 향상해야 할 부분을 찾는다.  

myMCPS학부모 포털  

사이트와/또는 

학교에서의 종이 

복사본 

교육구 

문해능력 

평가시험 

 

 

4회의 

45분-60분 

시험=합 

180분-

240분/1년  

독립적인 

학습시간  

온라인 답을 선택하는 다지선답과 글쓰기를 

통한 종합 독해력(독해 이해력, 표현적 

글쓰기, 영어 언어규칙)을 평가한다. 

교습을 알리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PARCC 

평가시험의 수준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평가는 교사와 학부모 

미팅에서 공유 또는 

가정에 보냄 

ELA = 영어/언어영역(English/Language Arts) 

MAP-R = 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 영어/읽기 

PARCC =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학습도 측정 증거인 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 관한 안내 가이드 학부모용 2018–2019

학생 진도 측정 

5학년 수학
학습도측정증거인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관한학부모님/후견인안내가이드 2018–2019

(5학년수학) 
 

일부터 4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일까지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5 12 19 26 3 10 17 24 31 7 13

점수 평가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3월 4월 4월 5월 6월
1차성적산출기간

9월 4일-11월 7일

2차성적산출기간

11월 8일-1월 25일

3차성적산출기간

1월 29일-4월 3일

4차성적산출기간

4월 4일-6월 13일

5 PARCC
PARCC 수학

4/23/2019 – 5/24/2019 종이/연필

4/23/2019 – 6/7/2019 온라인

5 MAP-M MAP-M
9/11/2018 – 11/2/2018

MAP-M
1/2/2019 – 2/22/2019

MAP-M
4/4/2019 – 6/7/2019

5 수학 교육구수학평가시험
9/7/2018 – 11/14/2018

교육구수학평가시험
11/15/2018 – 2/1/2019

교육구수학평가시험
2/4/2019 – 4/10/2019

 

측정 시간 배경 포멧 목적 피드백의가치

우수한수준의교습을보장하기위한틀

학부모에게의

결과보고방법
PARCC 
수학 

4회의 60분 

시험=합 

240분/1년  

전체 

교실 

온라인  
 

메릴랜드 주 요건인 수학영역 학년수준 숙달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교사, 학교, 학부모에게 학생이 수학영역에서 학년 

수준을 습득했는지를 알리고 학생의 습득수준을 같은 

학년과 학교 또래와 비교한다.   학교와 교육구 전체의 

노력과 활동을 돕는다.   

학생 개인 성적표가 

가을에 각 가정 

우송. 또한, myMCPS 

학부모 포털 

사이트에 게재 
MAP-M 
 

3회의 45분 

시험 =합 

135분/1년 

전체 

교실 

온라인   학년 수준 기준 평가를 사용하여 각 학생의 개별 

수학 영역 기준을 모니터한다.  
  

가을부터 겨울, 봄까지의 학력향상과 성취도 측정을 

제공한다. 학생의 공식과 대수학적 사고력, 수와 수식, 

측정과 데이터, 기하의 종합적 이해를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돕는다.  

myMCPS학부모 

포털 사이트와/또는 

학교에서의 종이 

복사본 

교육구 

평가시험 
 

3회의 45분 

시험=합 

135분/1년  

소그룹 

또는 

교실 

전체 

온라인  
 

주요 내용 기준의 수학적 이해와 정해진 성적 

산출기간에 강조하는 학년 수준 내용을 평가하는 

누적/부가적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교습말에 학습도를 평가. 높은 수준인 PARCC 

평가시험에 따른 교습 계획을 알린다.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평가는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통해 제공 
 
 
메모: 5/6 수학을 수강하는 학생을 위해 기준은 학년 교습 내용을 적용한다.  

MAP-P = 학업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 수학 

PARCC =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학습도 측정 증거인 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 관한 안내 가이드 학부모용 2018–2019

학생 진도 측정 

5학년 문해/읽고 쓰는 능력/Literacy학습도측정증거인구조(Evidence of Learning Framework)에관한학부모님/후견인안내가이드 2018–2019

(5학년문해능력-읽고쓰는능력/Literacy) 
 

일부터 4 10 17 24 1 8 15 22 29 5 12 19 26 3 10 17 24 31 7 14 21 28 4 11 18 25 4 11 18 1 8 15 22 29 6 13 20 27 3 10

일까지 7 14 21 28 5 12 19 26 2 9 16 23 30 7 14 21 28 4 11 18 25 1 8 15 22 1 8 15 22 5 12 19 26 3 10 17 24 31 7명 13

점수 평가

9월 10월 11월 11월 12월 1월 1월 2월 3월 4월 4월 5월 6월
1차성적산출기간

9월 4일-11월 7일

2차성적산출기간

11월 8일-1월 25일

3차성적산출기간

1월 29일-4월 3일

4차성적산출기간

4월 4일-6월 13일

5 PARCC
PARCC 읽기/영어언어영역(ELA)

4/23/2019 – 5/24/2019 종이/연필

4/23/2019 – 6/7/2019 온라인

5 MAP-R MAP-R
9/11/2018 – 11/2/2018

MAP-R
1/2/2019 – 2/22/2019

MAP-R
4/4/2019 – 6/7/2019

5 읽기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10/1/2018 – 11/5/2018

교육구문해능력평가시험 
12/10/2018 – 1/24/2019

교육구문해능력

평가시험 
2/25/2019 – 4/2/2019

 

측정 시간 배경 포멧 목적 피드백의가치

우수한수준의교습을보장하기위한틀

학부모에게의결과

보고방법
PARCC 
읽기/영어 

언어영역 
(ELA/Literacy) 

3회의 90분 

시험=합 

270분/1년  

전체 교실 온라인  메릴랜드 주 요건인 영어/언어영역 

학년수준 숙달 평가시험을 수험한다. 

학습평가. 교사, 학교, 학부모에게 학생이 학년 수준에서 

학년 수준을 습득했는지를 알리고 학생의 습득수준을 

같은 학년과 학교 또래와 비교한다.   학교와 교육구 

전체의 노력과 활동을 돕는다.   
 

학생 개인 성적표가 

가을에 각 가정에 우송. 

또한, myMCPS 학부모 

포탈 사이트에 게재. 

MAP-R 

 
3회의 45분 

시험 = 

합 

135분/1년 

전체 교실 온라인 
  

학년 수준 기준 평가시험을 영어/독해 

표준 내용 습득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다양한 데이터 점수 중 학생이 필요한 

교습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학년 수준과 학교 수준의 교습 계획과 전문성 개발을 

알린다. 장점과 문학 작품, 정보 문장읽기와 단어 습득과 

사용에서 향상해야 할 부분을 찾는다.  

myMCPS학부모 포털  

사이트와/또는 

학교에서의 종이 

복사본 

교육구 문해능력 

평가시험 

 

 

3회의 45분-

60분 시험= 

합 135분-

180분/1년 

독립적인 

학습시간  

온라인 답을 선택하는 다지선답과 글쓰기를 

통한 종합 독해력(독해 이해력, 표현적 

글쓰기, 영어 언어규칙)을 평가한다. 

교습을 알리고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PARCC 

평가시험의 수준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평가는 교사와 학부모 

미팅에서 공유 또는 

가정에 보냄 

ELA = 영어/언어영역(English/Language Arts) 

MAP-R = 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 영어/읽기 

PARCC =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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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습 과 학 습 은 우리 교육구 업무의 핵심이며 MCPS 교직원 모두는 학습과 교육적 책임 및 결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해 능력과 수학의 학력 
향상은, 학생이 모두 모든 과목에 탄탄한 기초를 갖추게 되는 것만 아니라, 대학진학과 취업에 필요한 논리적이고 비평적이며 동시에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구는 각 학년 수준에서의 학생들의 진도를 모니터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의 진도 모니터링은 다 음 과  같 은  중 요 한  질 문 에  초 점 을 
맞 추 어  이 루 어 집 니 다 :

•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충분히 배우고 있는지? 
•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아니라면 왜 아닐까?
•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의 적절한 답을 찾기위해, MCPS는 초기부터 중기, 중기에서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와 미래 진로까지의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증거와 
평가시험 등을 사용합니다. 

MCPS는 MAP, PARCC, ACT, SAT와 같은 외부 평가시험과 교실과 교육구에서 
사용하는 여러 평가와 학생 학습의 증거 자원을 포함한 다양한 측정을 사용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확실히 모니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학생이 대학과 진로에 
준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 생 의  진 도 의  계 속 적 인  모 니 터 는  다음을 통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기적으로 적절한 도움 
•  적절한 보충과 개입 
•  빠른 진도의 학습 
•  강화학습

M C P S 의  교 습  학 년  수 준 이 란  무 엇 입 니 까 ?
•  초기(PRIMARY): 킨더가든-2학년
•  중기(INTERMEDIATE): 3학년-5학년
•  중학교: 6학년-8학년
•  고등학교: 9학년-12학년

MCPS는 학습도 측정 증거(Evidence of Learning-EOL)를 학생의 준비 정도와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지표로 사용하여, 학생의 학습 성과와 다음 단계로의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2학년, 5학년 11학년말에, 
여러 측정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다음 단계-예를 들면, 2
학년을 마치는 학생이 3학년 단계로의- 준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1학년에서의 준비도는 대학과 진로에의 준비를 통해 측정합니다.  다음 학년으로의 
준비가 안 된 학생에게는 추가 도움과 촉진 교습을 제공합니다.

MCPS는 성공적인 전환을 학생의 다음 교습 단계에서의 성과 여부로 판단합니다. 
진학 데이터(학년도 중에 수집)는 -만약 학생이 중학교를 시작한다면 학생이 
기대되는 진도를 보일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학교가 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 교습 단계로의 성공적인 진학은 1학년, 3학년, 6학년, 9학년, 12학년의 학생 
실력 평가시험을 통해 측정합니다. 

이  학 습 도  측 정  증 거 ( E V I D E N C E  O F  L E A R N I N G ) 가  2 0 1 7 년 에  책 정 된 
교 습 시 간 을  늘 리 고  시 험 을  줄 이 자 는  법 인 ,  M O R E  L E A R N I N G ,  L E S S 
T E S T I N G  A C T 에 서 의  요 건 을  충 족 하 고  있 습 니 까 ?
이 지침서에 적힌 평가시험은 새로운 평가시험이 아닙니다.  More Learning, 
Less Testing Act of 2017 법의 적용 전에도 MCPS는 학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MCPS는 지속적으로 학습도 측정 증거(EOL) 
구조를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EOL의 읽고 쓰는 능력과 수학에 대한 초점은 
MCPS에서 실행하는 전체 평가시험의 일부분 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평가시험(High School Assessments-HSA)과 메릴랜드 과학 평가시험
(Maryland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MISA)은 이와 같은 평가시험의 
두 예입니다.  EOL을 포함한 모든 다른 시험은 법에서 규제하는 평가시험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또한 지역 교육구가 실시하는 모든 의무 지역 평가시험이 목적, 시간의 
제한, 시험의 가치, 질적으로 우수하고 학생의 학습 향상으로의 연결 여부를 
명시하여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ore Learning, Less Testing Act법의 요건 
으로 교육구 전체 평가시험 위원회가 학사일정 중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또는 6월 이전에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 평가시험 프로그램에 관한 
추천을 제출하게 됩니다.  현재 실행하는 학습도 측정구조의 증거에 관련한 의견과 
피드백, 다양한 방법에 의한 측정 강화, 4분기 시험과 대조하여 학기말 시험의 비교 
분석 등이 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교육구 평가시험 위원회 회의에 관한 정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