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 주 전체 시험에 관한 30 일 통지
오레곤 주 테스트

모든 학생은 준비된 상태로 졸업
2010 년 오레곤주는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의 성공에 필요한

o

더 많은 학생이 더 높은 기준을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학년에서 학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충족하도록 추가 지원이 필요한

영어와 수학에서 더 높은 K-12 의 표준을 채택하였습니다. 2020-21 년의

학교 및 학군을 식별하도록

시험 청사진을 조정하여 학생의 성적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지원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수요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2020-21 년에는
개별 학생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o

지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도록
학생들에게 도전

테스트는 얼마나 걸리나요?
시험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자녀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오레곤

교육부(ODE)는 2020-21 학년도를 위한 시험 단축 청사진을 개발하여

o

여러 항목 형식을 사용하여 항목
내용에 접근하는 여러 수단을
보장합니다.

테스트 시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영어와 수학 평가는 각각 약 1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시험 구조상 댁의 자녀는 매년 한 번만 시험을 치릅니다.

주 전체 시험 기간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등학교 및 3-8 학년

총괄 테스트 결과는 학교, 학군 및 오레곤 주에 관한 영어 및 수학 향상을

영어 및 수학 요약

위한 시스템 수준의 강점과 향상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합니다. 2020-21
학년도에는 개별 학생 결과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시험
2021 년 4 월 13 일 – 6 월 11 일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자녀의 참여는 학교와 학군이 모든 학생,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배경을 가진 학생의 성공을 돕는데 필요한 목표 자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 시험을 보나요?
귀하의 자녀는 한 번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자녀의 학교는 주 전체시험 기간동안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 특정 날짜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보
질문이 있거나 영어와 수학에서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자녀의 교사 또는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다음은 몇 가지 추가 리소스입니다.

http://tinyurl.com/ELARoadmap & http://tinyurl.com/MathRoadmap
샘플 테스트 문제를 보려면: http://tinyurl.com/ORPracticeTests

2020-21 거부 양식
권리 설명
주 법안 House Bill 2655 는 학부모와 성인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연간 양식을 제출하여 오레곤 주 전체의 영어 및 수학
종합 시험을 매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교는 주 시험에서 면제된 모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동안 감독하에 학습시간을 가지도록 제공됩니다. 오레곤 법안 House Bill 2655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이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http://tinyurl.com/OR-HB2655.

2020-21 주 전체 시험에 관한 30 일 통지
종합 영어 및 수학 주 시험을 거부하려면 이 양식을 부모/보호자 또는 성인 학생이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의 법적 성 (Last Name):
학생의 법적 이름 (First Name):
학생의 학년:
학생의 학교:

2020-21 학년도에 거부하려는 주 시험을 표기하십시오:
영어
수학
학군 계획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 2021 년 4 월 6 일까지 자녀의 학교에 이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전체 시험
기간이 2021 년 4 월 13 일에 시작된 후에 등록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한 후 2 주 이내에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식은 2020-21 학년도에만 유효합니다. 학부모와 성인 학생은 주 전체의 종합 시험에서 면제되기를 원할 경우 매년
거부서류(opt out)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은 이 양식에 서명함으로서 자녀가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을 이해합니다.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부모/보호자 성명*:
*성인 (18 세 이상) 학생은 스스로 서명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의 목적 상,
서명란에 이름을 입력하면 디지털 서명으로 처리되어 원본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