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주 전체 영어 및 수학 평가에
대한 30 일 공지
모든 학습자를 위한 형평성과 우수성 증진
오리건은 모든 학습자들이 고등학교 이후의 성공에 필요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어(English Language Arts(ELA)) 및 수학에 대한 오리건주의 주 전체 평가는 오리건주의 주 표준에 완전히 부합하며 3-8 학년 및
11 학년 학생과 가족에게 학업 성취 및 성장에 하나의 척도를 제공합니다.

오리건 주 전체 평가…
o

…오리건 및 기타 여러 주에 있는 교육자들이 만들었습니다

o

…객관식을 넘어 자녀에게 답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십시오

o

o

o

…자녀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도전하게 합니다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하여 자녀의 진척도에 대한 스냅샷 역할을 합니다

…학교와 학군이 교육 및 학습 시스템을 평가하고 학업에 필요한 사항이 적절하게 충족되지 않는 학생들을 식별하도록
돕습니다

o

…공립학교가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커뮤니티가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리건 주 전체 평가를 완료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어 평가를 1.5~3 시간 내에 완료하고 수학 평가는 1~1.5 시간 내에 완료합니다. 오리건주의 주 전체 평가에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는 자신이 알고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며 자녀의 결과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평가 결과는 영어 및 수학에서 자녀의 강점과 향상 영역을 식별합니다. 각 과목은 범주로 나뉘며 자녀가 각 영역에서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보여줍니다.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 규모안에서 학생의 학습을 측정합니다. 오리건 교육부는 이

척도에 따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4 가지 성취 수준을 설정했습니다. 자녀의 학교는 자녀가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때마다 자녀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학년 말 또는 다음 학년 초에 자녀의 점수를 학부모와 공유할 것입니다.
왜 우리 아이의 참여가 중요합니까?
단일 평가로 자녀의 진행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주 전체 평가를 받음으로써 교육자와 관리자에게 어떤 교육적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고 추가 자원이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일 정보 소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학군이 모든 학생의 성공을
돕는 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자녀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 시험을 봅니까?
자녀의 학교가 자녀가 주 전체의 시험 기간 내에서 평가를 치르는 특정 날짜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어 및 수학에 대한 주 전체 시험
기간은 일반 및 대체 주 전체 총괄 평가에 적용됩니다.

3-8 학년
03/07/2023 — 06/02/2023

9-12 학년
01/10/2023 — 06/02/2023

최신 정보 제공
‘오리건주의 보다 스마트한 시작’ 웹페이지

(https://or.startingsmarter.org)를 방문하여 자녀가 영어 및 수학에서 알아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것을 더 알아보고, 평가 질문 샘플을 보고, 또한 자녀의 시험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자녀의 교사나 학교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연간 OSAS 옵트-아웃 양식 (2022-23)
권리 설명
오리건 법(ORS 329.479)에 따라 학부모/보호자 및 성인 학생*은 이 양식을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제출하여 영어(ELA) 및/또는 수학에
대한 오리건주의 주 전체 평가를 매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학교는 주 전체의 영어 또는 수학
평가에서 면제된 학생에게 감독 학습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주 전체의 영어 또는 수학 평가를 거부하려면 학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은 이 섹션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법적 성(La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법적 이름(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등록 학년: _______________
학생의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OSAS 주 전체 평가에서 거부하고자 하는 과목을 표시하십시오:



영어



수학

자녀의 학교에서 평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이 양식을 시험 첫날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자녀의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주 전체 테스트 기간이 시작된 후 학교에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 후 2 주 이내에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은 현재
학년에만 유효합니다. 학부모/보호자 및 성인 학생은 주 전체에 걸친 종합 시험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매년 옵트-아웃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영어 및 수학의 OSAS 주 전체 평가에서 현재 학년도에만 자녀를 제외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정자체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인 학생(18 세 이상)은 스스로 서명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