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님께, 

올 봄, 귀댁 자녀는 새로운 대학 및 취업 준비 평가를 위한 파트너십 (PARCC)의 영어 교육 및 수학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DC CAS의 읽기, 작문 및 수학 평가를 대체하는 새로운 평가는 보다 엄격하
며 학생의 학습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제공합니다. 

올해는 귀댁 자녀의 점수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및 특별구의 평균 점수 또한 다르게 보일 수 있
습니다. 이는 새로운 테스트가 비판적인 사고, 쓰기 및 문제 해결과 같은 보다 복잡하고, 실질적
인 기술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DC CAS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 되었던 것처럼,  저
희의 결과 또한 향후 몇 년 동안 개선 될 것입니다.

표준화 된 테스트 점수는 오직 학생의 학습의 한 부분에 대한 측정을 나타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
다. 교사의 관찰 및 수업 참여와 같은 다른 측정과 혼합하여, PARCC 테스트는 학생의 학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과 대학 이후에도 성공적일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며, 이는 이번 학년도에 컬럼비아 특별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는 학부모 님께 특별구가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힘쓸 
것이며, 이번 학년도 동안 논의와 피드백에 대한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12 월에, 귀댁 자녀의 대학 및 취업 준비 평가를 위한 파트너십 (PARCC) 평가 점수를 수신하실 것
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성적표 한 부와 수학에 대한 별도의 성적표 한 부가 발송됩니다.

본 안내서는 자녀의 성적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상위 5 가지 내용과 차기 년도에 자녀의 성과 향
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평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http://
osse.dc.gov/parcc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anseul Kang
강 한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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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교육 & 문학

Scott	Testtaker
어느 ES

5 학년 평가 결과

컬럼비아 특별구 공립 학교

평가 소개

Scott은 2015 년 봄 영어 교육 & 문학 PARCC (대학 및 취업 준비 평가를

위한 파트너십)를 치렀습니다. 본 테스트는 2015 년에 처음 시행되었으

며 DC CAS와 구분됩니다. PARCC는 학생들에게 보다 도전적이고, 실질

적인 문제를 질문하여 해당 학년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학 및 취업에 성
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측정합니다.

본 성적표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Scott의 교사 또는 교장에게

문의하시거나 DCPS, (202) 442-588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ARCC 테
스트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parcconline.org를 방문하시거나

OSSE, (212) 394-1603 및 osse.dc.gov/parcc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본 성적표를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나요?
본 성적표는 Scott의 ELA 기술의 발달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는데 사
용 될 수 있습니다:

Scott이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Scott이 본 과목의 특정 지식 및 기술을 얼마나 잘 습득했나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Scott이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Scott이 본 ELA 평가를 어떻게 수행했나요? 

본 섹션은 평가에 대한 학생의 종합 평점을 나타냅니다. 종합 평점에 따라 학생이 속하는 성과 레벨이 결정됩니다.

성과 레벨

레벨	2

점수

721

레벨 2에 속한 학생들은 
5 학년 학습 기준에 대해 

 부분적으로 기대치를 충족했습 

니다. 
721

1
650

2
700

3
725

4
750

5
790 850

레벨 4 & 5는 대학 및 취업 준비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레벨	5 기대치 이상

레벨4 기대치 충족

레벨 	3 기대치 접근

레벨2 부분적으로 기대치 충족

레벨	1 기대치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
페이지를 넘겨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Scott의 성과가 어떤지, 그리고 
Scott이 특정 ELA 기술 및 지식을 얼마나 잘 습득했는지 확인하세요. 

성적표 내역
성적표의 제일 상단은 평가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단락의 하단에, 해당 성적표
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 연락처 정보가 제공됩니다.

1)  자녀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자녀의 점수는 다섯 가지 성과 레
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성과 레
벨은 자녀의 점수가 해당하는 영역
과 학년 레벨에 대한 기대치를 충
족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냅니
다. 레벨 4 또는 5는 자녀가 해당 과
목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했거나 초
과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는 
자녀가 대학 및 취업 준비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레벨 4 이하의 학생은 여전히 학년 
레벨의 기술과 지식을 개발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는 학생의 수준이 표준 기준에 대
해 얼마나 많이 진행되었는 지를
측정하는 많은 측정 중 하나 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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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년 ELA 세부 정보 성과 레벨

레벨 2
점수

721
How	Did	Scott	Score	in	ELA	Categories?
Students	who	performed	at	Level	4	on	this	assessment	met	5th	Grade	expectations	and	are	likely	prepared	for	the	next	grade	or	course.	This	section

shows	if	your	student	performed	as	well,	nearly	as	well,	or	not	as	well	as	other	groups	of	students.

읽기 성과

읽기 성과 점수

20

기대치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

46
10 90

문학 텍스트

기대치 충족 또는 이상

소설, 드라마 및 시 읽기/분석

정보 텍스트

기대치 거의 충족

어휘

기대치 이하

단어와 문장 의미를 결정하
는 문맥 사용

쓰기 성과

쓰기 성과 점수

25

기대치를 충족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

35
10 60

쓰기 표현력

기대치 거의 충족

텍스트의 세부 정보를 사용
한 글쓰기

언어 규약에 대한 지
식 및 사용

기대치 이하

표준 영어 규약을 사용한 글쓰기

기대치 충족 또는 이상	 기대치 거의 충족	 기대치 이하

시간이 지남에 따라 Scott의 성과가 어떻게 변했나요?
Scott이 치른 지난 ELA 테스트는 4 학년 DC CAS입니다. PARCC와 DC CAS는 매우 다른 
테스트로 본 보고서는 두 테스트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점수와 

성과 레벨은 다릅니다. 둘째로, PARCC는 학생들이 해당 학년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학 및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기술을 측정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다

루기 때문에 더욱 큰 도전으로 간주됩니다.

(1) 레벨 1  (2) 레벨 2  (3) 레벨 3  (4) 레벨 4  (5) 레벨 5

(BB) 기본 이하  (B) 기본  (P) 능숙  (A) 상급

올해 PARCC에서, Scott의 점수는	

42%
의 DC 5 학년 학생들보다 높았습니다.

1 2 3 4 5

0 20 40 60 80 100

4 학년 DC CAS에서, Scott의 점수는	

37%
의 DC 4 학년 학생들보다 높았습니다.

BB B P A

0 20 40 60 80 100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Scott이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올해 PARCC를 치른 다른 5 학년 학생들과 비교하여, Scott
의 점수는 다음 퍼센트의 학생들보다 높았습니다: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Scott이 얼마나 잘 했
나요?
다음은 각각의 PARCC ELA 성과 레벨에 대한 어느 ES 5 학
년 학생들의 퍼센트입니다.

Scott의 성과 레벨

레벨	5 10%

레벨	4 15%

레벨	3 35%

레벨 	2 25%

레벨1 15%

Scott의 학교

35%

DCPS

40%

DC

42%

다음 단계

Scott의 교사에게 문의 할 수 있는 내용:

올해 언어 교육 및 문학에서 Scott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언어 교육 및 문학 수업에서 Scott가 얼마나 잘 수행하나요?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Scott을 위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LearnDC.org

PARCConline.org

OSSE.DC.gov

20 25

2) 자녀가 특정 지식 및 기술을
얼마나 잘 습득했나요?

자녀는 자신의 강점과 추가 지원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하위 카테고리에 대해 보다 자세
한 정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수치 
상의 점수는 하위 카테고리에 대
한 수치 상의 점수가 제공되지는
않지만, 성적표는 자녀가 기대치
를 충족하거나 초과했는지, 거의 
기대치를 충족했는지 아니면 기
대치 이하인 지를 나타냅니다.  

3)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자
녀가 얼마나 잘 수행했나요?

성적표는 작년과 견주어 올해 자
녀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속
하는 영역을 나타냄으로써 자녀의
성과가 과거 DC CAS 성과와 얼마
나 연관되는 지를 보여줍니다.

4)  자녀의 결과가 과거 성과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PARCC 평가는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기 때문에 자녀의 테스트 결과를 자녀의 과거 DC CAS 결과
와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 없습니다. DC CAS와 달리, PARCC는 답안에 대한 설명과 비판적인 사고, 
쓰기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실질적인 지식을 적용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성적표는 작년과 견주어 올해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속하는 영역을 나타냄으로써 자녀의 성과가 과거 DC CAS 성과와 
어떻게 비교되는 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5)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성적표의 정보는 학생의 진행을 측정하고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성적표에는 
학부모 님께서 자녀의 성과에 대해 자녀의 교사에게 문의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 포함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자녀와 자녀의 교사와 함께 성적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유용한 팁과 자녀에
게 도움이 되는 자세한 리소스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2

5

4

3
 비소설, 역사, 과학 및 예술 읽

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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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적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세요?
PARCC 평가 및 공통 핵심 국가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 성적표, PARCC 평가 및 공통 핵심 국가 표준에 대한 DC-특정 정보: OSSE.dc.gov/parcc 

➤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리소스 및 평가에 대한 정보: PARCConline.org 

➤ 공통 핵심 국가 표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 CoreStandards.org

자녀의 테스트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자녀의 학문적 개선을 위해 이러한 평가를 사용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리소스가 있습니다:

➤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학습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컨텐츠 및 학년 관련 동영상: GreatSchools.org 

➤ 학년, 과목 및 컨텐츠 영역에 기초하여 DC에 대한 리소스를 사용자 정의한 기술 
터득 페이지와 학습 도구 페이지를 포함한 학부모를 위한 풍부한 리소스: 
BeALearningHero.org   

➤ 학부모와 학생의 숙제 관련 질문을 돕는 교사의 실시간 Q&A 제공: HomeworkHelpDesk.org 

➤ 3 - 11 학년 학생들을 위한 연습 테스트 및 샘플 질문 제공: PARCCOnline.org 

자녀에게 자녀의 점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학부모 님께서는 자녀와 대화하는 것에 있어 전문가이실 겁니다. 다음은 자녀의 테스
트 점수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유용한 내용입니다:

➤  테스트 점수는 오직 성과 측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
➤ 새로운 테스트였고, 누구나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
➤ 강점에 중점을 둘 것
➤ 향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전략을 논의 할 것 (예를 들어, 온라인 연습, 교사와 협력)

자녀의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다음은 자녀의 교사와 대화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질문입니다:

➤  올해 수학에서 자녀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요? 읽기에서는 무엇인가요? 
➤  수학 수업에서 자녀가 얼마나 잘 수행하나요? 언어 교육에서는 어떤가요?
➤ 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   자녀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자녀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향상이 필
요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