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자녀와
교육구 앱을
다운로드하셔
서 새로운 주
의 표준과 시
험에 대한 최
신 정보를 얻
으십시오. 애
플 앱스토어
나 구글 플레
이에서 “페더
럴웨이 공립학
교” 앱을 찾
으십시오.

스마트 밸런스 시험
21세기의 대학 진학
과 취업에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올해, 워싱턴 주의 학생들은 학생 발전 평가
시험 (MSP)와 고등학교 능력 평가 (HSPE) 수
학, 읽기, 쓰기 대신에 스마트 밸런스 평가 시
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들은 어떻게 다른가?

중간 평가

• 이 새로운 시험은 워싱턴 주의 새로운 표준
(커먼코어, 공동 핵심 표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 발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연중 다른 시험들이 있습니다.

• 학교 수업 시간 중에 컴퓨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 이 시험들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에 있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 3월과 6월 사이에 며칠간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는대로 학교에서
알려 드릴 것입니다.

• 교사는 이에 따라 자신의 수업을 조정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시험은 학생이 문제를 어떻게 답했느냐를
기반으로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문제가
조정됩니다. (컴퓨터 적응 시험이라고도
불리웁니다.)

• 페더럴웨이 교육구에서는 과거 이러한
시험을 형성 평가라고 불러왔습니다.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스마트 밸런스 평가는 수행 과제 시험을
포함합니다. 이 시험 부분에서는, 교사가 교실
내의 조직된 수업 활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컴퓨터로 문제에 대답하고 이
활동에 관련된 과제를 완성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 학생이 과목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시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춘계 평가, 즉 총괄 평가는 학생이 학년
표준에 미치는지 결정합니다.
• 3학년에서 8학년 및 10학년과 11학년의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2019
년까지 는 이 시험이 졸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전단의 뒷면을 보십시오.
• 5학년과 8학년은 MSP 의 과학 시험을 볼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 밸런스 평가 시험이
아직 과학 영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준에 관해 더 많이 읽어보십시오.

www.readywa.org
www.fwps.org/teaching/
common-core 그리고
http://yourchildsprogress.com

시험만이 유일한 도구는 아닙니다.
교사는 학생의 성공을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시험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험들은 그 시점에서 학생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 시험 성적은 학생이 ‘유능한지’ 혹은 ‘
유능하지 않은지’를 알려 주는 것이
아닙니다.
• 학생 개개인의 발전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 교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험에 적응하기
이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이에 적응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시험에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적응 시기가 늘
있게 마련입니다.
• 페더럴웨이 교육구를 비롯, 여러 학교와
교육구들은 시험 성적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시험 성적은 오를 것이며,
교사의 수업이 계속 좋아지며 학생들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 페더럴웨이 교육구의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학업을 하게 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 진학과 취업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있는가?
조사에 따르면 워싱턴 주와 국내에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21세기의 직업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이 없는 상태로 졸업한다고 합니다.
2018년도가 되면, 우리 주의 3개 중 2개의 일
자리가 대학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할 것
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학습 표준과 시험은모든
학생들을 변화하는 경제에서의 취업과 대학 진
학에 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졸업이 임박한 학생들에게 이는 무슨 뜻인가?
우리 고등학생들은 금방 졸업을 하게 되며,
새로운 주의 표준과 관련된 교육 변화에 짧은
시간동안 영향을 받았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 새로운 스마트 밸런스 평가를 통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014-2015년도부터,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은 새로운 시험을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학교, 교육구, 주에서
이 시험의 어떤 점이 잘 되고 있으며, 어떤
점이 바뀌어야 하는 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교들이연례 적정 향상도
(AYP)에 따라 평가될 새 기준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험 요건
졸업반
(졸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다음의 표는 2019년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 어떤 경우는 졸업을 위해 점수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2018년까지는 다른 평가 (아래
표 참조)가 주된 시험이 될 것입니다.
• 2014-2015학년도를 시작으로 10학년들이
언어 영역 졸업시험을 봅니다.
• 2019년에는 스마트 밸런스 시험만이 졸업을
결정짓습니다.
• 필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학생들은 시험을 볼 보충 기회를 여러번
갖게 될 것입니다.
• 시험에 떨어진 학생 혹은 특수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 범위의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 학생들이 봐야 할 시험은 계속 보완되는 학습
표준을 반영하기 위해 앞으로 몇년 간 바뀔 것이지만,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세 과목에서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 과목의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주된 시험이 무엇인지를
보시려면 학생의 졸업 연도를 아래에서 찾아보십시오.

언어 영역 (영어)

수학

과학

대수 혹은 기하 학기말 (EOC)
졸업 시험

생물 학기말 (EOC)
시험

수업 학기 말에 보게 됨

수업 학기말에 보게 됨

대수 혹은 기하 학기말 (EOC)
졸업 시험

생물 학기말 (EOC)
시험

수업 학기 말에 보게 됨

수업 학기말에 보게 됨

대수 혹은 기하 학기말 (EOC)
졸업 시험

생물 학기말 (EOC)
졸업 시험*

수업 학기 말에 보게 됨

수업 학기말에 보게 됨

대수 혹은 기하 학기말 (EOC)
졸업 시험

생물 학기말 (EOC)
졸업 시험

수업 학기 말에 보게 됨

수업 학기말에 보게 됨

스마트 밸런스 언어 영역

스마트 밸런스 언어 영역

모든 11학년 학생들이 보게 됨

모든 11학년 학생들이 보게 됨

생물 학기말 (EOC)
졸업 시험

고등 학교 능력 시험
이 연도에 졸업하게 될 10학년
학생들이 보게 됨

고등 학교 능력 시험
이 연도에 졸업하게 될 10학년
학생들이 보게 됨

언어 영역 졸업 시험
이 연도에 졸업하게 될 10학년
학생들이 보게 됨

언어 영역 졸업 시험
이 연도에 졸업하게 될 10학년
학생들이 보게 됨

수업 학기말에 보게 됨
*과학 학기말 졸업 시험은 예전
의 학기말 시험이 아니라, 차
세대 과학 표준과 연계된 새로
운 시험인 것에 주목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