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D MAP Growth 성적표 페어런트 커넥트 가이드 

 페어런트 커넥트에서 우리 아이의 MAP Growth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MAP Growth 평가 결과는 페어런트 커넥트  평가 
 결과(Assessment Results)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섹션을 확대하려면 “  +  “ 기호를 클릭하십시오. 

 자녀의 MAP Growth 성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MAP Growth는 Anchorage 교육구 표준 평가의 하나로 매년 가을, 겨울 및 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온라인—읽기 및 수학; 시간 제한은 없으나 대략 과목당 한 시간 소요 

 o  3-9학년, 모든 학생 
 o  K-2학년, 지정 학교 학생 
 o  10-12학년, 특별 집중 학습 결과 읽기 및/또는 수학 과목이 2, 3등급인 학생 

 다음 보기는 페어런트 커넥트에서 MAP Growth 성적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A에서 J까지 문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알파벳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될 MAP Growth 성적에 포함된 특정 정보와 대응합니다.  MAP 
 Growth 성적과 관련하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녀의 교장, 교사 또는 상담원에게 연락해주십시오. 



 A.  시험 

 이것은 MAP Growth 시험입니다. 

 B. 학기 

 이것은 시험이 치러진 학기나 기간을 의미합니다.  MAP Growth가 시행되는 학기(기간)는 가을, 겨울 및 봄입니다. 

 알림: 겨울 표준 평가의 경우 학교에서 평가 대상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위의 개요에 따라 시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 전체 또는 
 선택된 일부가 시험을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겨울 표준 평가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자녀의 학교로 연락해주십시오. 

 C.  응시 날짜 
 이것은 학생이 가을, 겨울 또는 봄 학기나 기간에 해당 시험을 치른 날짜입니다. 

 D.  학년 

 이것은 시험 일자 당일 학생의 학년을 나타냅니다. 

 E.  시험 과목—읽기 및/또는 수학 및 시험 버전(K-2, 2-5 또는 6+) 

 F.  RIT 

 가운데 숫자는 해당 학기 학생의 전체적 RIT 점수를 의미합니다.  RIT 점수 양쪽에 표시된 숫자는 RIT 범위를 의미합니다. 
 빠른 시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를 경우, 해당 학생의 점수는 대부분 이 범위 이내에 속할 것입니다. 

 RIT는 라쉬 유닛(Rasch Unit)의 줄임말로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때 각 시험 문제의 난이도 값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RIT 점수는 학생의 나이나 학년과는 무관하게 평가되나 학생이 배울 준비가 된 교육 수준을 반영하므로 교사들이 
 해당 학생에게 맞는 수준의 수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G.  목표 성과 = 목표 성과 영역(예시에서 박스로 표시) 

 목표 영역은 과목 내의 학습 영역을 의미합니다.  시험에 포함된 각 목표 영역은 다음과 같이 각 목표 영역의 퍼센타일에 기초하여 
 학생이 얻은 점수를 표현하는 단어와 함께 표시됩니다: 

 ●  낮음:  퍼센타일 < 21 



 ●  평균 미만:  퍼센타일 21에서 40 사이 
 ●  평균:  퍼센타일 41에서 60 사이 
 ●  평균 이상:  퍼센타일 61에서 80 사이 
 ●  높음:  퍼센타일 > 80 

 별표(*)는 틀린 대답이 너무 많거나 RIT 범위에서 평가된 항목이 너무 적어서 목표 점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표시됩니다. 

 알림: 목표 성과 영역은 다음과 같이 과목 및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MAP Growth K-2: 수학 

 연산 및 대수적 사고 
 숫자 및 연산 
 측정법 및 데이터 
 기하학 

 MAP Growth 2-5: 수학 
 연산 및 대수적 사고 
 숫자 및 연산 
 측정법 및 데이터 
 기하학 

 MAP Growth 6+: 수학 
 연산 및 대수적 사고 
 실수 및 복소수 체계 
 기하학 
 통계 및 확률 

 목표 성과 영역, 계속: 

 MAP Growth K-2: 읽기 

 기초 능력 
 언어 및 쓰기 
 문학 및 설명문 
 어휘 및 기능 

 MAP Growth 2-5 및 6+: 읽기 

 문학 
 비문학 
 단어 능력 

 H.  퍼센트 = 퍼센타일 순위 

 학생의 퍼센타일 순위는 NWEA 표준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RIT 점수가 이 점수 이하인 학생의 퍼센티지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생은 같은 학기나 기간에 MAP Growth 시험을 치른 전국의 유사한 학생들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I.  기간 

 학생이 MAP Growth 시험을 치르는 데 소비한 시간으로 분 단위로 표시됩니다.  MAP Growth 시험은 시간 제한이 없으나 
 평균적으로 약 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J.  렉사일(Lexile)—읽기에만 적용 

 렉사일은 교사가 개별 학생 수준에 맞는 읽기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장의 복잡성 범위를 알려줍니다.  이 범위는 학생이 읽기 
 시험을 치른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lexile.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렉사일(  LEXILE®  )은  MetaMetric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표시된 렉사일  범위는 NWEA에서 개발한 RIT 점수 상관 관계에 따른 예상값입니다. 
 상관 관계와 성적표는 MetaMetrics와 관련이 없으며 해당 기업이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MAP Growth 성적을 이해하는 데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녀의 학교로 문의해주십시오. 

https://lexi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