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CATIONS TOOLKIT
학부모 질의응답
새로운 시험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것이 달라지게 되나요?
•

올봄부터 DCAS 독해/수학 시험을 대신해서 Smarter 영어 및 수학 능력평가시험 (Smarter English
Language Arts and Mathematics Test)이 치뤄질 예정입니다.

•

델라웨어주의 학업능력 평가시험의 공식명칭은 DeSSA, 델라웨어주 학생능력평가시스템 (Delaware
System of Student Assessment) 입니다.

•

여기에는 Smarter 영어 및 수학 능력평가시험(Smarter English Language Arts and Mathematics Test),
DCAS 과학/사회시험 (DCAS Science and Social Studies), 예비 대학 수학 능력 평가 (PSAT), 대학 수학
능력 평가 (SAT), ESL 학생 전용 학업능력 평가시험 (ACCESS) 및 특수학생 전용 시험이 포함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선택가능한 평가시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시험이 치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새롭게 시행되는 평가기준은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

Smarter Balanced 평가 시스템 (Smarter Balanced Assessment System)은 델라웨어주 핵심공통기준
(Common Core State Standards)의 이행과 모든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 및 대학진학을 돕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

Smarter Balanced 평가시험 (Smarter Balanced Assessment)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비롯한 실질적인 능력을 측정, 학력수준을 진단합니다. 또한 해당 시험은 학기중에
치뤄지므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시기적절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며, 학부모와 교사에게는 학생의
장단점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

이번에 실시될 평가시험은 이전의 시험에 비해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문제
및 수행평가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방면의 지식과 역량을 적용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게 하여,
대학과 직장에 적합한 인재로 준비시킵니다.

•

미국내 일부 대학 또한 평가시험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측에서는 11 학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시험 결과를 개론 수준의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척도로 사용하게 되고,
학점에 들어가지 않는 보충수업으로부터 면제시키는 기준으로도 삼을 예정입니다.

이전에 치뤼졌던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인가요?
•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이전과 동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시험은 각 영역별로 컴퓨터
적응형 시험 (Computer Adaptive Section) 및 수행평가 (Performance Task)로 구성됩니다. 이전에도
DCAS 와 NWEA MAP 시험을 컴퓨터로 치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적응형 시험 유형에는 친숙한
편입니다. 다만 컴퓨터 시험에 새로운 답변 방식이 추가되고 수행평가 시험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이와 더불어 서술형 답변의 비중이 보다 증가하며, 청해능력을 활용하는 연구영역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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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시험에 비해 더 어려워지게 되나요?
•

시험 자체는 어려워지지만, 동시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과정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중입니다.
일례로 영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보다 높은 난이도의 소설 및 논픽션 독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지문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추론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는 훈련을
시행 중입니다. 수학과목에서는 다단계 연산과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한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수업 도중에도 학생 개개인이 문제의 답 뿐만 아니라 풀이의 과정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최근 몇년간의 수업에서는 ‘자세히 읽기’ 기법이 활용되어, 문맥 파악과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학습과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학 과목 또한 보다 많은 결과중심적
과제의 부여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해 새로운 교수법의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교사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시험 과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Smarter Balanced 평가시험 (Smarter Balanced Assessment)은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영어와 수학
능력을 측정하며, 분석적 독해, 논설문 쓰기, 문제해결등이 포함됩니다.

•

•

성적표에는 영어와 수학영역의 종합점수와 더불어 영역별 세부과목의 성취도 점수도 표시됩니다.
o

영어: 독해, 작문, 청해, 연구

o

수학: 개념과 풀이 과정, 문제해결, 모델링/데이터 분석, 전달능력

다음 웹사이트에 3-8 학년 및 11 학년 모의 시험 문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smarterbalanced.org/practice-test/

시험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수학과 영어 영역 둘 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시험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o

컴퓨터 적응형 시험: 적응형 시험이란 컴퓨터를 통해 한번에 하나씩 제시되는 문제를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문제의 난이도와 유형이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시험 자체가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되며, 개개인의 지식수준과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도록 합니다.

o

수행평가 시험: 하나의 테마 또는 시나리오와 밀접히 관련된 일련의 질문들이 제시됩니다.
문제풀이의 과정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작문과 연구능력, 고차원의 분석능력 등의
기존의 시험으로 측정하기 힘든 능력들을 수치화할수 있게 됩니다. 수행평가 시험 또한
컴퓨터 시험이고, (적응형 시험은 아님) 두 교시 정도의 시간에 걸쳐 치뤄집니다.

•

시험에는 제한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을 전부 치루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어영역은 대략 3 시간 반
(초등학생 기준) 또는 4 시간 (고등학생), 수학영역은 2 시간 반 (초등학생 기준) 또는 3 시간 반
(고등학생)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행평가 직전에는 주제와 관련해 짧은 시간동안
학습 활동이 진행됩니다. 시험은 수일에 걸쳐 진행되며,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시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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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의 유형이 궁금합니다.
•

문제의 유형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1.

선다형. 각 문제마다 하나 이상의 답이 있을수 있습니다.

2.

컴퓨터 기반.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드래그해 지문의 일부를 강조할수 있습니다.

3.

짧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4.

긴 서술형. 수행평가와 같은 조금 긴 형태의 서술 방식입니다.

수행평가 (Performance Task)에는 어떤 질문들이 들어가나요?
•

수행평가 (Performance Task)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제를 분석하고, 서술하고, 실제와 흡사한 상황에
대해 문제해결능력을 적용하게끔 하는 시험 방식입니다.

•

수학영역을 예로 들면, “이전보다 적은 양의 종이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양의 시리얼을 담을수 있는
포장용기를 만드시오.” 같은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수 있습니다.

•

영어영역에서는 반대되는 의견의 다양한 지문을 읽고, 주장의 출처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
입장을 택하여 스스로의 주장을 펼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

수행평가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의 예를 하나 들자면, 학교 운영회 회의에 참여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재정교육> 과목을 졸업요건으로 포함시키는 안건에 대한 찬반입장을 표명하는 답변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실제 시험 문제 또한 논설문 형식으로 답하게 되며, 주어진 지문을
이용해 반대편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루게 되는 학년과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시험은 봄방학 직후에 치뤄집니다. 자세한 일정은 각 학교별로 컴퓨터 설비 현황과 학생 숫자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님께 추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3 학년: Smarter 영어/수학

•

4 학년: Smarter 영어/수학, DCAS 사회

•

5 학년: Smarter 영어/수학, DCAS 과학

•

6 학년: Smarter 영어/수학

•

7 학년: Smarter 영어/수학, DCAS 사회

•

8 학년: Smarter 영어/수학, DCAS 과학

•

9 학년: PSSS (PSAT 와 비슷한 유형의 시험, 3 월 시행)

•

10 학년: PSAT (가을학기 시행) , DCAS 사회

•

11 학년: PSAT (가을학기 시행), SAT (4 월 15 일), Smarter 영어/수학

•

미국사 (U.S. History)와 대수학 II/통합수학 III (Algebra II/Integrated Math III)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DCAS 과목별 시험 (End of Course Test)를 치루게 됩니다.

•

특별그룹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ESL 학생 전용 영어능력시험, 중증 인지장애 아동 전용 대체시험을
비롯한 추가 시험을 치룰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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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험의 결과는 언제 발표되고, 학업 능력과 관련된 통지표는 어떤 형식인가요?
•

서술형 시험의 점수는 전문 채점관에 의해 손수 매겨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통지표 발송은 8 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통지표에는 영어 및 수학 영역의 총점 및 각 영역의 개별 과목 (독해/작문 등) 점수가 표시됩니다.
이를 비롯해 네 단계로 분류된 “성취레벨 (achievement level)”이 각 과목별로 부여됩니다. 3, 4 레벨의
점수는 학년에 맞는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의 진로를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성취 레벨의 기준은 현직 교사, 대학 교수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특별히 ESL 및 특수교육 전문 교사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모든 학생에게 있어 공정한 평가시험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성취레벨에 더해 세부과목의 점수 (claim score) 또한 산출됩니다. 영어영역에서는 독해, 작문, 청해,
연구 점수가, 수학영역에서는 개념 및 풀이 과정, 문제해결/모델링/데이터 분석, 전달능력 점수가
개별적으로 부여됩니다.

•

통지표는 학교 성적과 더불어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개별 학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새로운 평가시험의 점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준은 보다 높은 학업성취도를 상정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평가시험은 그러한
새 기준을 벤치마크로 삼아 시험을 치룬 학생이 대학진학 또는 취업 준비를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즉 평가의 기준이 이전에 비해 엄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

그렇게 떄문에 특히 새로운 평가시험이 시행되는 처음 몇년간은 고득점자의 수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된 수업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시험 결과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시험 점수가 이전에 비해 낮아진다는 말인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평가시험은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을 측정하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

낮은 점수가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의 문제나 학업의 효율성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

모든 학생들이 새롭게 바뀌는 평가 기준에 잘 적응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각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도 개별 학교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새로운 평가시험을 맞아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학기중에는 학습활동과 테스트를 통해 평가시험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지식의 깊이에 대비합니다.

•

이와 더불어 평가시험의 형식에 익숙해지기 위한 연습을 시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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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군 내의 학생들은 컴퓨터로 시험을 치루고 시험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기능 (지문 일부분 강조,
취소선 삽입, 스크롤, 마우스 사용 등)을 활용하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타자로
서술형 답변을 작성하는 추가연습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를 위해 2 월과 3 월중에 모의 평가시험이 영역별 수행평가를 포함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때
특수교육과정 학생들 또한 시험 당일과 동일한 지원을 받으며 모의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평가시험을 대비해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다음의 사항들은 시험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o

함께 책읽기.

o

숙제를 검토하고 내용에 대해 토론하기.

o

담당 교사와 상담하기.

o

학부모회의 (School meeting) 및 공청회 (Public meeting) 참가하기.

o

새로운 평가기준이 교육과정 및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o

방과후 책가방을 열어보기.

다음은 학부모회 (PTA)에서 나온 시험 준비를 위한 팁입니다.
o

새로운 평가시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미리
제거할수 있도록 합니다. 고등학생 이상의 자녀에게는 새로운 평가시험이 대학 진학과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험이 처음에는 어려울수도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갖고 계신 기대와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o

시험 결과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필요에 따라 교사와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o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집에 마련해 주십시오. 시험 전날
적당한 수면과 시험 당일 충분한 아침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처: delexcels.org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평가시험 점수를 포함한 학생의 개인신상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델라웨어주 교육부 (Delaware
Department of Education)에 의해 관리됩니다.

•

평가시험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가 시험 도중에 수집됩니다.
o

식별번호 (Identification Number). (Smarter Balanced 컨소시엄에서는 주정부에서
사용하는 학생일련번호와는 다른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추후에
주정부만이 시험 결과를 공식 교육기록과 연계시킬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o

인종 및 민족, 성별, 학년, 학교명.

o

영어발달교육 및 특수교육 프로그램 참가여부.

o

Title I 저소득계층 지원 프로그램 참가여부.

o

Smarter Balanced 평가시험 점수, 성취레벨, 수행평가 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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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라웨어 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Smarter Balanced 에서는 학생의 실명,
생년월일, 주소등 신상확인에 쓰일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 또한 수집하지 않습니다.

•

Smarter Balanced 는 미국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Smart Balanced 평가시험은 델라웨어주에서 미국 교육부에 보내는
보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Smarter Balanced 와 델라웨어주 및 각 학군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행위는 가정교육권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을
비롯한 미국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과정에 속한 학생들도 동일한 평가시험을 치루게 되나요?
•

Smarter Balanced 평가시험은 장애학생 및 ESL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척도를 제시합니다. 평가시험은 시각, 청각 및 기타 신체적 장애를 감안하여
개발되었으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의 예외적인 상황 또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전부 발휘할수 있게 합니다.

•

Smarter Balanced 평가시험은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시험중 최고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증진성 (accommodation)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개별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시스템과 더불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Plan 504 에 속하여 학습장애로 공식 판정된 (documented learning disability)
학생에 대한 편의증진을 제공합니다.

•

ESL 학생을 위해 수학영역은 10 개의 언어와 4 개의 방언이 포함된 사전을 이용할 수 있고,
스페인어로는 전체 번역본이 제공됩니다.

•

그 외에도 공식 판명된 학습장애에 대한 대비책으로 점자, 청각 장애인 전용 자막방송, 미국식
수화 (American Sign Language)를 녹화한 영상이 제공됩니다.

•

다음 링크에서 추가로 관련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Usability, Accessibility, and

Accommodations Guidelines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marterbalanced.org/parents-students/support-for-under-represented-students/
추가정보를 얻을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디인가요?
•

Red Clay 학군 평가시험 홈페이지

•

http://www.redclayschools.com/pages/RedClay/Parents_and_Students/Assessment/Delaware
_System_of_Student
델라웨어주 DeSSA 포털 http://de.portal.airast.org

•

Smarter Balanced 컨소시엄 홈페이지 www.smarterbalanced.org

•

DelExcels 협동기구 (델라웨어주 교육부 (DOE), 델라웨어주 교육자 연합 (DSEA), 델라웨어주
학부모회 (Delaware PTA), Rodel 재단) 홈페이지 www.delexce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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