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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er Balanced 평가

Gerri Marshall 씨에게, 
연구 및 평가 사무소



저희가새로운평가를변경해야하는
이유는?

저희는학생이대학진학과직업준비에필요한
기능과지식에대응한기준을가지고잇습니다.

저희는전체 K‐12 경험을통한대학진학및
직업준비를목표로한학생의진전을측정할
수있는시험이필요합니다.

이는저희로하여금주로선다형문제를
사용하여평가하는시험에서더멀어지게
만듭니다.

새로운시험은학생의지식/기능을더훌륭히
측정할수있는응용프로그램을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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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아이템유형

• 선택된반응
• 서답형문항
• 수행과제
• 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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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반응
단일반응‐선다형

여러전문가들이텔레비죤이인체에해롭다는것을알려드릴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조금과장된표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텔레비죤프로그램은체질적적성을
개선하고, 사람들을더똑똑하게만들거나
그들에게세상에대한중요한정보를가르치는것을목적으로특별히조정되었습니다. 
비교적적은상호작용이있는제한된프로그래밍의시대는이미지나갔습니다. 공영
텔레비죤및기타역에서과학, 역사및기술주제에대한쇼를제공합니다.

저자의주요주장을서술하는구절에어느문장을추가해야합니까?

A. 텔레비죤을보면건강해질수있습니다.
B. 텔레비죤을보는것은지능의조짐이될수있습니다.
C. 텔레비죤은사람들에게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습니다.
D. 텔레비죤은이전에비해더다양한프로그램을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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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반응
다양하고정확한옵션

다음서술중 4각형의속성은어느것입니까? 모든해당사항을선택하십시오..

☐ 3개측면을포함

☐ 4개측면을포함

☐ 8개측면을포함

☐두셋트의평행선을포함

☐최소 1개의내부급각도를포함

☐최소 1개의둔감한내부각도를포함

☐모든내부각도는직각

☐모든측면은동일한길이를가지고있습니다. 

☐모든측면은서로다른길이를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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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답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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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도표는 Lincoln 학교의각 3학년의학생숫자를
보여줍니다.

Lincoln 학교에는모두 105명의 4학년학생들이있습니다. Lincoln 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이
3학년학생보다얼마나더많이있습니까?
답변을찾는방법을보여주시거나설명해주십시오.



기술향상

아래의것은화자가관계에대한느낌을논의한소네트입니다.
시를읽어보시고다음질문에답변하십시오.

Christina Rossetti의
기억

Remember me when I am gone away,
Gone far away into the silent land;
When you can no more hold me by the hand,

Nor I half turn to go yet turning stay.
Remember me when no more day by day                  5

You tell me of our future that you plann'd:
Only remember me; you understand

It will be late to counsel then or pray.
Yet if you should forget me for a while

And afterwards remember, do not grieve:        10
For if the darkness and corruption leave
A vestige* of the thoughts that once I had,

Better by far you should forget and smile
Than that you should remember and be sad.

소네트 “기억” 2행에서, 화자가그녀의대상에게전달하려는메시지의변경내용을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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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값은 x.값의비례입니다. 비례상수는
1입니다. 다음그리드에서, 그라프는비례관계입니다.

기술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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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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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침

1부분 (35분)
과제:
단편소설과기사를읽어보고, 동영상을
보고, 연구통계를검토한다음,
가상학교에대한귀하의의견에대한
논술평가를작성하십시오.

따라야할단계:
에세이를준비하고쓰시려면다음
단계를따라야합니다:
1. 단편소설과기사를읽어보고, 
동영상을보고, 연구통계를검토한다음,
2. 자원에대한세가지질문에
답변하십시오.
3. 에세이를계획하고쓰십시오.

시작안내:
지금자원을읽어보시고동영상을
보십시오. 에세이를쓰는동안노트를
참고할필요가
있을수있으므로,메모해두십시오. 
자신이원하면언제든지
자원을참고할수있습니다.
• (단편소설)
• (기사1)
• (동영상)
• (연구통계)

질문
나머지시간을이용하여다음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이러한질문에대한
답변에점수를매길
것입니다. 또한, 에세이를쓰는데도움이
될수있는이미읽어보고검토해본
자원에대한생각에도움을줄수
있습니다. 일단도움이될수있다고
생각하는자원을참고하려면해당
버튼을클릭하면됩니다. 또한, 자신의
메모도참고할수
있습니다. 아래의공간에서제공된
질문에답변하십시오.
1. "The Fun They Had” 및
“Virtual High School Interview”
동영상에서보여준서로다른의견을
분석하십시오. 단편소설및동영상의
세부사항을이용하여
답변을지원하십시오.
2. 미국에있는가상학교의현재경향에
대하여
“Keeping Pace with K‐12 Online 
Learning”에서제공한
통계는무엇을
제안하고있습니까? 차트의세부사항을
이용하여
답변을지원하십시오.

3. “Virtual High School Interview” 동영상과
“Virtual High School Not for 
Everyone”기사에서
제공한정보와
연구통계에서제공한정보와어떻게
서로다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동영상과기사의
세부사항을이용하여
답변을지원하십시오. 

2부분(85분)
지금 85분의시간을이용하여메모와
자원을검토하고에세이를계획하고
초안을준비하고
수정하십시오. 동시에 1부분에작성한
답안을참고할수있지만, 이답안을
수정할수없습니다.
지금과제와에세이에점수를매기는
방법에대한정보를읽어보신다음, 
작업을시작하십시오.

과제
학부모들은가상고등학교에자녀를
입학시킬지고려중입니다. 아이디어에
동의하거나동의하지
않는이유을설명한논의평가를
작성하십시오. 이미읽어보고검토한
증거를이용하여주장을
지원하십시오.



2014년봄‐SBAC 실지시험
실지시험제한

모든학교건물에서한가지주제에대하여
1학년(3‐11학년)을초과하지않습니다.

파트너쉽지역학교는샘플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일정: 2014년 3월18일‐4월8일
학교에서는서로다른 3개주기간을선택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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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S-SBAC 비교

 둘 다 컴퓨터화된 적응성 평가 및 적시적 점수 보고서입
니다.

 DCAS와 달리, SBAC-시험은 다음의 것을 포함합니다:
 개방형 질문 (학생들은 쓰는 반응을 입력해야 합니다)
 오디오 클립과 같은 매우 다양한 기술 향상 아이템

 비판적 사고법 및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수행 과제

2013-2014



DCAS-SBAC 비교
예를 들면, 3학년 수학

2013-2014 슬라이드 12



DCAS- SBAC 비교
예를 들면, 6학년 수학

2013-2014 슬라이드 13



DCAS- SBAC 비교
예를 들면, 11학년 수학

2013-2014 슬라이드 14



DCAS- SBAC 비교
예를 들면, 11학년 수학, 계속됨

2013-2014 슬라이드 15



미래 평가
DCAS-SBAC (차세대) 비교
예를 들면, 4학년 영어 과목

2013-2014
슬라이드 16



DCAS- SBAC 비교
예를 들면, 7학년 영어 과목

2013-2014 슬라이드 17



미래 평가
DCAS-SBAC (차세대) 비교
예를 들면, 10학년 영어 과목

2013-2014 슬라이드 18



Smarter 
Balanced 평가
 Smarter Balanced에 대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
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smarterbalance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