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ASPP 학생 평가 보고서에 대한 안내
캘리포니아주 수정 평가 과학 부문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여러분 자녀의 등급 점수와 수행 수준 (왼쪽의 막대 그래프)
학생 성적 보고서 앞면 “여러분 자녀의 CMA 결과” 란의 왼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의 과목 이름 밑에
검은 수직 막대를 보시면 여러분 자녀가 캘리포니아주 수정 평가 (CMA) 의 과학 부문에서 어느정도
하였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막대의 맨 위에 있는 숫자가 여러분 자녀의 정확한 시험 점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색깔로 표시된 네모와 검은색 막대 아래에 있는 문구는 여러분 자녀의 수행 수준을
나타냅니다. 수행 수준은 상급, 능숙, 기본, 기본 미달, 기본미달 이하의 5 등급으로 나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능숙 또는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CMA 과학 시험을 치르지 않았거나 점수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자녀의
보고서에 언급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시험 결과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 (오른쪽 차트)
학생 성적 보고서 앞면의 “여러분 자녀의 CMA 결과” 란의 오른쪽 차트는 이번에 치른 CMA 과학
시험의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의 질문, 또는 영역면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정도 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영역들은 각 학년에서 학생이 알아야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한 캘리포니아주
교과 내용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각 영역 이름 옆에는 해당 영역에서 자녀가 맞게 답한 문항의 수와 비율이 표기되며, 차트에는
마름모꼴로 표시됩니다. 막대는 여러분 자녀가 치른 CMA 과학 부문에서 능숙 등급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내 학생들의 정답률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 차트로 여러분 자녀의 정답률과 능숙 등급을
받은 주내의 학생들의 정답률의 범위를 비교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의 목표는 모든
학생이 능숙 등급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학생 성취 및 향상 평가(CAASPP) 프로그램의 결과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이 결과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적 향상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중에 하나입니다; 단 한번의
시험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동일한 시험을 한번 이상 치른 학생의 경우, 각 시험
영역에서 좁은 범위 내로 더 높거나 낮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 결과가 하나의 중요한
척도를 제공하지만, 학생의 성취에 관한 다른 가능한 정보, 예를 들어 학교 시험, 숙제, 그리고 성적;
표준에 기반한 평가; 그리고 학업 진척 상황 보고서 등과 함께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수준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 이 결과는 여러분
자녀의 선생님과 상담시 개선이 필요한 특정 영역에 대해 집중하도록 안내하여, 그 결과로
여러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CAASPP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
CAASPP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자녀의 시험 결과에 관한 질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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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