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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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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드리는 

도움말: 

 

담당교사와 면담시, 

자녀와 관련된 

주요내용에 촛점을 

맞혀 의논하도록 

하십시요. 즉, 자녀가 

학년수준과  또는 

기대에 미치고 있는지 

교사에게 

물어보는겁니다. 

   

또한 자녀가 했던 

과제를 요청하여  

www.achivethecore.or

g.와 같이 전국에서 

찾아볼수 있는 

공통학습기준 자료등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또한 찾은 자료에 관해 

부담없이 담임교사에게 

보여주시고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문의하십시요. 

 

이 정보는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가 

수업을 잘하도록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스마터 평가 (Smarter assessments) 

델라웨어 자녀들의 성공을 준비하다 

새로워진 기준: 여러분의 자녀가 4 학년 수준의 읽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떤의미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주마다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어떤 주의 4 학년 수준이 다른 주의 

3 학년 수준이 될수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5 학년 수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은 

대학 진학이든 취업이든 졸업후 자신들의 인생의 진로를 대비해 주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무대에서 학생들이 성공하도록 학교가 진정으로 대비해주고 

있는지 학부모와 학생들은 알아야 합니다. 델라웨어는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40 개주 및 영토와 공동으로 영어와 수학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공통학습기준 

(Common Core State Standards)를 채택하였습니다. 교과과정과 수업방식은 여전히 

지역에 맡기게 됩니다 .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학군, 학교 그리고 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유사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들이 각 학년수준의 기대에 맞게 무엇을 알고, 할수 

있는지 일관적으로 알아가는데 그 기준이 됩니다. 

새로워진 평가: 정밀한 평가로 기준을 일관되게 측정하여야만 학부모는 자녀가 학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게되며 다른 학생들과도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가 

올해 그 기준을 완전히 시행함으로써 2014-15 년도 학기에는 영어와 수학에 있어서 

새로운 평가 시스템 (스마터 평가)을 도입합니다. 이 평가 시스템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대학과 취업을 위한 고등학교의 졸업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델라웨어는 교육전문가들이 여러 자료를 이용해 학생들의 향상을 측정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다른 주들과 협력하였습니다. 

 총괄평가: 마지막년도 대학및 취업준비 평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대비가 잘 되었지 

충분한 이해를 돕게됩니다. 이 평가는 컴퓨터 적응시험 (CAT)과 이야기 형식으로 심도 

깊은 학습을 측정하는 응용문항도 포함이 됩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지식을 응용하여 

CAT 를 합쳐 총괄적인 점수를 내게 됩니다. 

중간검토: 교육전문가는 일년에 걸친 이러한 평가를 보고 학생들의 향상을 보게됩니다.  

교사들은 수업의 범위와 순서를 맞추게 되며 앞으로의 진도를 위해 학생들의 반응을 

검토하게 됩니다.  

형성자료: 교육전문가들은 수업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디지털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습지도를 하는동안 형성 평가를 비롯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향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균형된 시스템  

 

 

새로워진 기준치: 

새로운 시험을 

도입하면서 학생이 

대학과 취업을 위해 

학문적으로 준비가 

되어있는지 새로운 

기준치을 세워야 합니다. 

이전의 주에서 실시한 

평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용이나 시험이 더 

엄격해졌기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낮은 점수를 

받게 될겁니다. 

낮은 점수는 학교, 학생 

또는 교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졸업후 보다 

나은 준비를 위해 

교육면에서 더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궁금하십니까? 

학부모 지침서및 정보를 

www.DelExcels.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터 평가 (Smarter assessments) 

학생의 지식 응용력, 보다 나은 평가를 

공통학습기준은 학생들의 이해력과 대비를 평가하기 위해 깊은사고력과 응용력을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2014 년 3 월 델라웨어있는 몇몇 학교가 시범적으로 스마터 

평가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스마터 총괄평가 (영어와 수학) 는 2015 년 봄에 3 학년부터 

8 학년 그리고 11 학년생에게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학부모님들은 2015 년 여름에 

성적표를 받아보게 될것입니다. 2014-2015 년도 과학및 사회교과 시험은 계속해서 

델라웨어주 포괄시험(DCAS)으로 시행됩니다. 

DCAS 예 

7A 

아래중 1,000,000 와 동등한 것은? 

 

A. 103 

B. 104 

C. 105 

D. 106 

차세대 

7B 

아래의 수를 완성하시오 

 

a. _________ x 102  =2,500 

b. _________ x 103 = 0.016 

c. 3.3 x ______ = 33,000 

 

알맞은 십의 제곱수를 넣으시오. 

d. 78 x ________ = 78,000 

e. 0.34 x ______  = 34 

f. 512 ÷_________ = 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