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를 위한 학부모 가이드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Smarter Balanced Summative 
Assessments)는 캘리포니아 주 학생 성취도 및 진전도 평가
(California Assessment of Student Performance and Progress) 
또는 CAASPP라고 부르는 주 시험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CAASPP 시스템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들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대학 또는 직장에서 
성공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교사, 학생 및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

누가 3-8학년 및 11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무엇을 영어/문해 및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및 능력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어떻게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는 컴퓨터 적응 시험입니다. 온라인 시험은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수학 문제의 경우, 예를 들면, 자녀는 문제를 화면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끌어놓거나, 또는 도표를 작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적응 시험은 학생들이 제공하는 답변에 근거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답변할수록, 그들은 더 어려운 문제를 받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답변에는 더 쉬운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에 대해 시험을 
짧게 유지하는 것을 돕고, 특히 점수가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학생에 대해 점수가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언제
각 학교는 자체적인 시험 가능 기간을 선택합니다. 시험은 일찍 1월에 시작하고 종업식 
날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시험을 보는 특정한 날과 시간에 대해 학교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습니다.

왜

시험 결과는 자녀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정보입니다. 시험 
결과는 성적표 및 다른 정보와 함께 자녀가 고학년에서 순조롭게 성공하고 있고, 대학과 
취업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11학년의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수업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의 몇몇 대학들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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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가이드 (계속)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를 받습니까?

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진행 중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있지 않는 한, 대체 평가를 지정하는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를 받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접근성 자원이 제공됩니까?

모든 학생은 일부 수학 문제에 사용할 계산기, 시험의 읽기 부분에 대한 용어 해설, 또는 긴 단락의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형광펜 같은, 시험을 볼 때 필요한 다양한 접근성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미국 수화 비디오 또는 점자와 같은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모든 접근성 
자원은 학생들이 시험에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고, 학생들의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학부모는 자녀 교육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학부모가 자녀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

� 자녀와 함께 시험에 대해 의논하십시오. 자녀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녀에게 학부모와 교사가 높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들이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십시오.

� 자녀와 함께 연습 시험을 보십시오. 연습 시험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caaspp.org/practice-and-training/index.html.

� 자녀가 시험을 보기 전에 밤에 잠을 잘 자고 영양분이 많은 
아침식사를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녀와 함께 시험 결과를 검토하고, 교사와 함께 어디에 추가 도움이 
필요한지 의논하십시오.

� 자녀의 점수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샘플 시험 항목을 보려면 
http://www.testscoreguide.org/ca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정보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 에 대한 추가 정보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캘리포니아 주 과학 시험 웹페이지
http://www.cde.ca.gov/ta/tg/ca/caasppscience.asp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시험 또는 사용 가능한 접근성 자원에 대한 다른 질문들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교사 또는 교장은 답변을 제공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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