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ASPP 학생 평가 보고서에 대한 안내
캘리포니아주 대안 수행 평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CAPA 에 관한 자세한 사항
캘리포니아주 대안 수행 평가(CAPA)는 조정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수정 평가 또는 조정과/또는 수정을
통한 캘리포니아주 표준 학력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중대한 인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표준 학력에
기초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IEP) 팀은 CAPA 가 여러분 자녀에게
적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APA 는 일대일로 진행됩니다; 즉, 대부분 자녀의 선생님인, 감독관이, 개별적으로 각 학생에게 CAPA 를
치릅니다. CAPA 는 수행 시험입니다; 감독관은 사물이나 그림을 놓고 학생에게 그 사물과 관련이 있는 어떤
것을 말하거나 하도록 묻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관은 학생의 반응에 기초하여 학생의 점수를 기록합니다.
CAPA 는 다섯개의 평가 단계로 구성됩니다. CAPA 시험 자격이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학생들의
현재 학년과 일치하는 평가를 치릅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계, 2 – 11 학년

(주목사항: 1 단계의 자격여부는 학생의 IEP 팀에서 결정합니다. CAPA 1 단계를 치르는 학생들은
1 단계 계획안에 맞춰진 교과 과정과 지도를 받습니다.)

2 단계, 2 - 3 학년
3 단계, 4 – 5 학년
4 단계, 6 - 8 학년
5 단계, 9 - 11 학년
영어와 수학 평가는 모든 CAPA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과학 평가는 1,3,4,그리고 5 단계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진행됩니다. 각 과목별로 학생이 수행할 12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지정된 단계는 특정 과목에
대한 개인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전 과목의 시험을 같은 단계에서 치렀습니다.
각 단계별로 학생이 알아야 할 것들이 제시된 단계별 기준과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서(CDE) 웹페이지 http://www.cde.ca.gov/ta/tg/sr/capablueprints.asp.에서
CAPA 의 계획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CAPA 결과
각 과목 이름 밑에 검은 수직 막대를 보시면 여러분 자녀가 CAPA 에서 어느정도 하였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각 막대의 맨 위에 있는 숫자가 각 과목에 대한 여러분 자녀의 정확한 시험 점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색칠로
표시된 네모와 검은색 막대 아래에 있는 문구는 각 과목에서 자녀의 수행 수준을 나타냅니다: 영어와 수학은
전학생이 치르며, 과학은 5, 8 및 10 학년 학생들이 치릅니다. 수행 수준에는 상급, 능숙, 기본, 기본미달 그리고
기본 미달 이하의 5 등급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목표는 모든 학생이 능숙하거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CAPA 수행 수준은 다른 캘리포니아주 학생 성취 및 향상 평가(CAASPP) 프로그램 시험의 수행 수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CAASPP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
CAASPP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자녀의 시험 결과에 관한 질문사항은 우선적으로 여러분 자녀의 선생님(들)께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카운슬러, 또는 CDE CAASPP 웹페이지
http://www.cde.ca.gov/ta/tg/ca/.를 통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주 공통 핵심 교육과정 기준(CCSS)
캘리포니아주내의 지역 교육 기관들(LEAs)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공부하고 있는 과목에 대한 좀 더 깊은 지식을 얻고
그들이 배운 것을 보여주는데 있어 더 복합적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 년 8 월 캘리포니아 주
교육위원회를 통해 채택한 학습 내용 기준의 새로운 형태인, 캘리포니아 CCSS 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수학의
새로운 시험은 이 목표에 맞춰 여러분 자녀의 진척사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DE CCSS 웹페이지 http://www.cde.ca.gov/re/cc/index.as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