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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부모들이 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표준화 시험의 영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사 협회는 학부모들께 그들의 자녀들을 고부담 시험에서 선택 제외시킬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알려드리기 위해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AASPP 체계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학생 수행 능력 및 향상 평가 (CAASPP) 는 주의 의무적 및 

선택적 평가의 체계입니다.  이는 현재 3 개의 의무적 시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마터 밸런스 시험 

(Smarter Balanced Assessments), 캘리포니아 대체 수행능력 평가 (California Alternate 

Assessments), 캘리포니아 과학 평가 (California Science Assessments).  스마터 밸런스 시험은 

3 학년부터 8 학년까지 및 11 학년의 영어와 수학을 포함합니다.  CAASPP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de.ca.gov/ta/tg/ca.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네. 캘리포니아 교육법 

60615 항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그들의 자녀를 일부 또는 전부의 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서면 요청을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 5 편의 852 항 에는 뿐만 아니라 부모나 후견인이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일부 

또는 전부의 CAASPP 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매년 서면 요청을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부모가 자녀를 표준화 시험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귀하의 학군에 세부 사항들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서신을 써서 그들의 자녀가 

올해 어떤 구체적인 시험 (시험의 이름) 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 시험 

기간 동안 그들의 자녀를 위한 생산적인 교육적 경험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험 제외 선택권이 내 자녀의 점수 또는 학문적인 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현재, 스마터 

밸런스 시험 또는 그 외 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주에서 법으로 

정한 부정적인 결과는 없습니다. 

http://www.cde.ca.gov/ta/tg/ca/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edc&group=60001-61000&file=60604-60618
http://www.leginfo.ca.gov/cgi-bin/displaycode?section=edc&group=60001-61000&file=60604-60618
http://www.oal.ca.gov/res/docs/pdf/emergencies/recent%20action,%20moved%20emergencies/2014-0716-03EE_App.pdf
http://www.oal.ca.gov/res/docs/pdf/emergencies/recent%20action,%20moved%20emergencies/2014-0716-03EE_Ap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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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제외 선택권은 합법적인가요? 네. 주에서 최소한 95%의 학생들에게 이 시험들을 집행하도록 

연방법이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학생의 성공법 (ESSA) 은 제외 법안이 있는 주에서의 학부모의 

시험 거부 권리를 인정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법 60615 항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그들의 자녀를 일부 

또는 전부의 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서면 요청을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하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 5 편의 852 항에는 부모나 후견인이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일부 또는 전부의 CAASPP 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매년 서면 요청을 학교 

관계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들이 집행되는 동안 내 자녀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시간 동안 대안적 교육 

활동이 주어집니다.  

만약 CAASPP 시험이 이미 시작된 후에 부모가 시험 제외 요청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시험이 

시작된 이후에 부모의 요청서가 제출되면, 완료된 시험들은 채점되어 결과는 부모나 후견인에게로 

전해지게 될 것이며 학생 기록에도 포함될 것입니다.   

시험 제외 선택권이 내 학교 또는 지역의 돈을 잃게 하나요?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하에, 연방 

정부는 95% 한계점 이하까지 내려간 주들에 기금을 주지 않고 보류할 수 있으며 각 주들에 지역 군에 

대한 그들만의 고유한 제재를 만드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연방 기금도 주에 

주지 않고 보류된 적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한계점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 학군에 대한 주 

제재가 없습니다.  

시험에 대한 CTA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CTA 는 평가들이 가르침을 알리고 학생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학생들이나 학교들에 부당하게 꼬리표를 붙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 시험들은 연령과 과목이 적절해야하며, 반드시 문화, 인종, 성별, 사회 경제적 및 

언어의 편향이 없어야 합니다.  학생 성취와 향상의 진정한 반영은 항상 다양한 척도를 통하여 

행해지며 단지 한 시험 성적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됩니다. 

시험을 보는 것보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귀하의 지역 교육 협회, PTA, 

학교 의회 및 학교 의원회와 소통하고 귀하의 의견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보다 학습에 초점을 

맞추며 귀하의 지역 조정 책임 계획 (LCAP)을 발전시키기 위해 귀하의 지역 안에 있는 교사들 및 

부모들과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CTA (www.cta.org), 전미 교육 협회 (www.nea.org), 페어 

테스트 (www.fairtest.org), 패어런츠 어크로스 아메리카 (www.parentsacrossamerica.org), 

유나이티드 옵트아웃(www.unitedoptout.com) 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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