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평가:
기초학력평가(FSA)는 해마다 BC 주 전체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읽기, 쓰기 ,수리력의 기본 지식과 학습 능력
향상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언제 FSA 를 시행하는지?
FSA 는 1 월과 2 월에 총 6 회에 걸쳐서 시행되며 일자는
학교에 따라 다양합니다. 평가는 교육부 절차에 따라
각각 30 분 또는 60 분간, 총 6 회 걸쳐 시행되는 이
시험은 총 4 시간 30 분의 수업시간이 소요될 것 입니다.
읽기와 산수평가는 객관식(다답형)과 주관식 문제로
되어 있으며 쓰기 평가는 2 개의 과제 즉, 짧은 글쓰기와
긴 글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FSA 의 객관식 평가는 각
학교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치루게 됩니다.

누가 참여하는가?
모든 4 학년과, 7 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시험을
치루는데 있어서 혹여 댁의 자녀에 대한 어떠한 우려가
있으시면 자녀 학교 교장선생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FSA 에 대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가?
FSA 는 학생들이 몇 년간 개발해 온 그들의 학습
이해도와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 시험을 위해
별도로 다른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특히 4 학년 학생들) 더러는 이러한 형식의
시험을 본 경험이 없어 익숙치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평가에 대해 알려주고 그 형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혹여라도 FSA 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자녀들이 있다면 학부모님들께서 안심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그 결과가 사용되는가?
FSA 는 각 특정부분 학습능력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기대되는 모든 학습결과를 볼 수
있는 완벽한 평가는 아닙니다. 평가되는 스킬들은

학생들이 좀 더 그들의 읽기, 쓰기, 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토대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FSA 는 교사들의 전문적인
소견과 지속적인 학교내 평가와 더불어 어떻게
학생들의 학업향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결과들은 학생들의 학습을 모니터하고 교육적
개선을
계획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차원에서 사용됩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각
학교들은 평가의 전반적인 개요와 학생들이 각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을 했는지 보여주는 분석 리포트를 받게
됩니다. 이 정보는 다른 데이타와 더불어 교육향상을
위한 연간 학교 계획 개발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학교간이나 평가의 각 분야면 또는 학년간의 다소
격차는 그리 중요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간의
평가결과 비교는 인구학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학교간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FSA 를
사용 함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언제 평가 결과를 알게되는지?
평가를 마친후, FSA 는 교육청 차원에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점수가 매겨진 학생의 시험지와 시험
결과에 관한 한면의 리포트가 2017 년 3 월 말 까지
학생편에 집으로 보내집니다.

더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FSA 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싸이트
http://www.bced.gov.bc.ca/assessment/fsa/info/w
elcome.htm 를 참조하시거나 학교 교장선생님께 문의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