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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 측정의 증거
(EOL)
학생의 학습을 평가하는 교실과 교육구,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측정 항목

목표:

모든 학생은 세 개의 측정 항목 중 최소한 두 개를 성취해야 합니다.

측정 항목
교육구외 주의
의무적 측정
(MAP-MCPS 의무)
예: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대학과 커리어 준비 측정
학업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MAP)

교육구 측정

수업시간/
교실에서의 측정

예:

예:

영어/언어영역과 수학 교육구 평가
(초등학교)

학교 성적표의 성적
교사의 일일 성적

영어와 수학 진도 확인
(중, 고등학교)

3개 중 2개의 측정 항목
= 다음 학년으로 진급 준비가 됨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충분히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학생 진도 측정

아니라면 왜 아닐까?

학습의 증거(EOL)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실에서와 교육구 및 교육구 외부의 학생
학습 평가를 통해 여러 가지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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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무 외부 측정(MAP-MCPS 의무)
»»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 평가시험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PARCC)
»» 대학과 커리어 준비 측정
»» 학업진도 측정(MEASURES OF
ACADEMIC PROGRESS-MAP)
교육구 측정
»» 분기별 진도 확인
»» 분기별 평가
»» 일반적 쓰기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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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학생에게 주는
영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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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PS 공평성
책무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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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주는
영향 평가

증거(EOL)

모든 학생은 세 개의 측정 항목 중
최소한 두 개를 성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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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부분의 결과를 공공에게 보고한다: 6개
항목: 성취, 진도, 장애/영어 학습자 학생,
학교문화와 공평성, 우선순위에의 중점,
졸업(고등학교만)
»» 다섯 포커스 그룹에 대한 공평성 책무
점수를 측정한다: 아프리카계/흑인 미국
무료/할인 급식 수혜 학생과 무료/할인 급식
수혜자가 아닌 학생, 히스페닉/라틴계 무료/
할인 급식 수혜 학생과 무료/할인 급식
수혜자가 아닌 학생, 기타 모든 무료/할인
급식 학생
»» 모든 학생 그룹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 2018-2019 학사연도 성취, 진도, 장애/영어학습자의
공평성 책무 모형 데이터 보고

학생의 학업 향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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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반 측정
»» 교사의 일일 성적
»» 수업시간/반에서의 성적
»» 학교 성적표 채점

학생의 성공을 위한 계획
학생의 학업 향상 계획 절차
(School Improvement Planning process-SIP)
데이터를 사용한 지속적인 향상 모델을 통해 여러 측정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 포커스를 맟추어 학생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측정 항목을
충족한 학생도 계속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결정과 교육구의 도움을 위해 EOL과 학교와 학생
데이터를 체계화한다.
»»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집하고 포함한다.

자세한 안내: www.montgomeryschoolsmd.org/evidence-of-learning-frame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