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전체 시험 

참여가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이유  

 

주정부 시험을 치르는 것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 다른 학습 정보 소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영어(ELA – English 

Language Art), 수학 및 과학의 진행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 강점과 성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어, 수학, 과학 

학습과정 및 수업의 변화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대치를 부여하여 오리건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결과를 보장하려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주정부 시험을 치르는 것이 우리 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 이는 학습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어떤 학생 그룹이 

소외되고 추가 자원이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유도합니다. 

• 이것은 영어, 수학 및 과학에서 학생의 학습을 측정하고 학교 전체의 

학생 성취의 성장을 축하하고 해당 내용 영역에서 개선을 위한 목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주정부 시험에 참여해야 

합니까? 

모든 학생 성공 법(ESSA)은 모든 학생이 

시험 성적에 대한 주 시험에 참여를 

필수로 합니다(ORS 329.479 및 OAR 

581-021-0009에 자세히 설명된 예외는 

있음). 

장애 학생의 경우에도 장애인 

교육법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시험 참여가 

필수입니다.  

 

주정부 시험에 자주 묻는 질문 

모든 학생들이 주정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 주정부 시험을 

치릅니다.  일부는 시험을 보기 위해 

편의 시설이 필요하며, 가장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일부는 대체 평가를 

받습니다. 

https://www.oregonlegislature.gov/bills_laws/ors/ors329.html
https://secure.sos.state.or.us/oard/viewSingleRule.action?ruleVrsnRsn=261242
https://secure.sos.state.or.us/oard/viewSingleRule.action?ruleVrsnRsn=26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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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된 주 및 연방 자원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분배되도록 합니다. 

 
학교는 시험 결과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까?  

• 주 시험 결과는 학생 그룹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으며 학습과정과 

지침이 매년 모든 학생 그룹의 학습 요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Target Report 데이터의 사용은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 주 시험 결과를 검토하면 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질문하게 해야 하는지를 

이해합니다. 

• 개별 학생의 평가, 학생의 기회(예: 도전적인 수학 진로, 고단위 

수업(Advanced Placement), 국제 학사학위 또는 재능 및 영재 

프로그램(Talented and Gifted)과 같은)는 다양한 증거 출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 학생 학습에 대한 대화에서 주정부 시험 결과를 사용하십시오.  교사 

평가 과정의 일부로 교사의 개별 목표를 설정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락 

오리건 교육부 평가팀 웹 페이지 

질문, 의견 또는 권장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ODE.AssessmentTeam@ode.oregon.gov  

 

주정부 시험은 학교 전체 시스템이 주요 

영역에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다양한 학교에 

대상 리소스 및 지원을 제공할 결정을 

알려줍니다. 

     
      

     
     

      
 

주정부 시험은 영어, 수학 및 과학에서 

학생의 진도를 측정합니다.   SEED 설문 

조사 결과, 중간 평가 결과, 교사 피드백, 

성적표 및 출석과 같은 다른 증거 

소스와 조합해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오리건 교육부 평가 자료 

올바른 목적을 위한 올바른 평가 

형성 평가 자원 

임시 평가 자원 

SEED 설문 조사 

읽기 쓰기 훈련 자료 학업단위의   

학부모 평가 

 

 

https://www.oregon.gov/ode/educator-resources/assessment/Pages/default.aspx
mailto:ODE.AssessmentTeam@ode.oregon.gov
https://www.oregon.gov/ode/educator-resources/assessment/Documents/RightAssessmentRightPurpose.pdf
https://www.oregon.gov/ode/educator-resources/assessment/Pages/Formative_Assessment.aspx
https://www.oregon.gov/ode/educator-resources/assessment/Pages/Interim_Assessments.aspx
https://www.oregon.gov/ode/educator-resources/assessment/Pages/Student_Educational_Equity_Development_Survey.aspx
https://www.oregon.gov/ode/educator-resources/assessment/Pages/asmtlit.aspx
https://www.oregon.gov/ode/educator-resources/assessment/Pages/asmtli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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