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의 성공을 돕기
새로운 PARCC 평가시험에 대한 안내

콜럼비아지구 주정부 교육감 사무실 

2014-15학년도 콜럼비아지구의 공립 및 공립 차터 학교는 PARCC (Partnership for Assessments of 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시험으로 변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새로운 시험은 수학, 읽기, 쓰기에서 DC CAS (DC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평가시험을 대체합니다. 이 새로운 시험은 도전이 될것이며, 이는 학생 성장에 도움되는 평가를 제공하며, 콜럼비아 
지구 OSSE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이나 취업을 위한 준비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PARCC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

1 PARCC가 무엇입니까?

PARCC는 공통 핵심 주정부 기준 (Common Core State 
Standards)에 부합하는 대화형 컴퓨터 기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3-8학년에서 그리고 최소한 고등학교에서 1회이상 
학생의 읽기, 쓰기, 수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2 PARCC 가 DC CAS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PARCC 는 공통 핵심 주정부 기준 (DC CAS 는 이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 기반합니다.

•  학생들이 PARCC시험을 보려면 기술 (예, 데스크톱 컴퓨터, 
랩탑, 및 태블릿)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학급 지시에 따라 본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정답 선택으로 국한되지 않는 수학적 사고를 설명하라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  학생들은 복잡한 문장을 읽고 논쟁의 쟁점이 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3 PARCC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가족들이 학생의 학습진전상태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  교사들은 학습과 교육을 안내하는 적시의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4 PARCC 시험은 어떻게 치루게 됩니까?

PARCC는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수행능력 기반 평가 (PBA) 는 - 쓰기, 리서치 기술, 및 
여러단계의 수학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일자: 초 봄.

2.  연말 (EOY) 평가시험에서는 객관식과 짧은 주관식 질문을 
통해 읽기 이해와 수학개념 및 능력을 측정합니다. 
시험 일자: 늦 봄.

5 PARCC가 제공하는 컴퓨터 액세스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PARCC 시험은 학생에게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하고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나 504 플랜 
및 편의를 통해 ELL(English Language Learners) 을 학생들이 
이용하게 도와줍니다.

6 PARCC 시험 중, 학생에게 허용되는 사항들:

• 화면에 있는 문장 표시를 위해 하이라이터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험 지침을 읽을 수 있고 필요한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 본문과 그림 확대 가능;

• 맞춤법 검사기 사용가능;

• 팝업 용어 사용 가능;

• 화면 메모장에 메모 작성 가능;

• 나중에 돌아오기 원하는 항목에 플래그 기능 가능;및

• 다수 선택형 정답 X 표시 가능.

7 공통 핵심 주정부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  자녀가 배우고 있는 내용과 가정에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녀의 교사와 이야기를 통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교사가 새로운 평가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자녀의 
시험 대비를 돕는 방법을 자녀의 교사에게 물어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미 학급 및 시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세스 가능 
기능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알아 볼 수 있습니다. 

DC의 새로운 평가시험 일정:

2014-2015

•  읽기, 수학, 작문의 경우 DC CAS 를 PARCC 
로 대체됩니다.

•  과학의 경우, 차세대 과학 기준에 
맞춘 새로운 과학 시험이 DC CAS 를 
대체합니다.

•  보건의 경우, 새로운 보건 
시험이 DC CAS 를 대체합니다.

•  NCSC (National Center State 
Collaborative) 는 중증 인지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DC 
CAS-대체 시험으로 대체 됩니다.

2015-2016

•  영어 능력에 대한 DC 평가 
시험으로 ASSETS (Assessment 
Services Supporting ELs through 
Technology Systems) 는 ACCESS 
(Assessing Comprehension and 
Communication in English State to 
State)를 대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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