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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3-8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례 뉴욕주 영어(ELA) 및 수학 시험이 올 봄 늦게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 시험들은 2020 년 봄에는 취소되었고, 2021 년에는
제한적으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 시험은 연방 모든 학생 성공법(ESSA)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학교, 대학, 직장과 인생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꼭 필요로 하는 비평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논리 능력을 제대로 습득하고 졸업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 학교들이 학생의 진척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점수, 성적표, 작문 샘플, 프로젝트, 과제물 및 기타 수행 중심의 학생 과제물 등이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질문이 있으시면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3-8 학년 뉴욕주 시험은 언제입니까?
올해 영어 및 수학 시험은 이틀에 걸쳐 두 세션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영어: 3 월 29-30 일

수학: 4 월 26-27 일

영어 보충 시험일: 3 월 31 일-4 월 8 일

수학 보충 시험일: 4 월 28 일 – 5 월 9 일

뉴욕주 시험은 제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부모님과 학생은 뉴욕주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학년 레벨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잘 배우고 있는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 제공.
 학교에서는 학생이 또래와 비교해 얼마나 진척하고 수행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떤 학생이나
교사가 추가의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가 타 학교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제 아이에게 주어진 시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각 시험은 시간 제한이 없는 두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틀에 걸쳐 실시됩니다(하루에 한 세션씩)
두 과목 모두 세션 1 은 선다형 문항만 나옵니다. 영어 세션 2 는 주관식(constructed response) 문항이
나옵니다. 수학 세션 2 는 선다형 및 주관식 문항이 모두 나옵니다. 뉴욕주 시험은 시간을 재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은 자기 속도 대로 문제를 풀어 본인의 지식과 능력을 더욱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시험 점수로 인해 받는 영향이 있습니까?
별다른 요건은 없으나, 각 학교의 학생 학습 측정 선별 기준에 따라 뉴욕주 시험 결과는 교사 평가에
영향을 줄 수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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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시험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에 어떤 요인으로 작용합니까?
학업 선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일부 중학교나 고등학교들은 뉴욕주 시험 점수를 입학 사정 요인 중
하나로 반영하지만, 입학 허가나 진급 기준에 이 시험들을 단독으로 또는 주요 측정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선별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 정보: schools.nyc.gov/Middle 및
schools.nyc.gov/High. 코비드-19 의 영향으로 이 학교들은 2021 년 가을 입학 사정에서 뉴욕주 시험
점수 반영 기준에 변화를 주었으며, 2022 년 가을 입학 사정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뉴욕주 시험 제외 요청을 하거나 대안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이 시험을 치를 것을 강력하게 권장하며, 이 시험 결과에서 저희가
얻는 정보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크게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주 시험은
여러분 자녀의 학습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교사들과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래도 자녀가 뉴욕주 시험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시면 자녀의 학교장과 상의하십시오.
학교장과 대화한 후에도 여전히 자녀의 뉴욕주 시험 제외를 요청하고 싶으시면, 학교장은
귀하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학부모 및 교장은 이 대화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 아이는 이 시험 준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험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시험 당일 아침에는 식사를 잘 하고 오십시오.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녀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자녀의 시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뉴욕주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름 중에 시험 점수를 발표하며, 자녀의 NYC 학교 계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녀의 교사나 학교장에게 연락하여 뉴욕주 시험 점수 및 학업 진척 전반에
대해 논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뉴욕주 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제 아이가 학교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 당일,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십시오. 코비드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시험일에 결석하는
학생은 보충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귀 자녀가 보충시험일에도 결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뉴욕주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불이익을
받거나 유급 되지 않습니다.
뉴욕주 시험은 작년처럼 선택적입니까?
아닙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전면 온라인 수업 또는 혼합식 수업에 참여하던 작년에는 학교장이 각
가정에 뉴욕주 시험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학교들이 전면 대면 수업을 하는 까닭에 모든 학생들은 뉴욕주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제 자녀가 리전트 시험에 응시한다면 뉴욕주 시험에도 응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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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리전트 시험에 응시합니다. 자녀가 8 학년이며 이번
학년도에 수학 리전트 시험에 응시한다면, 학교에서는 8 학년 뉴욕주 수학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자녀의 진척에 대한 정보 차원에서 귀하는 8 학년 수학 시험에도 자녀가
응시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수학 리전트 시험에 응시하는 한편 8 학년 수학 시험에도
응시하기를 원하신다면 학교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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