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알아보기

California School Dashboard (캘리포니아 주 학교 대시보드) (https://www.caschooldashboard.org)는
주 전체의 지역사회가 K-12 학교 및 학군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온라인 툴입니다.
Dashboard (대시보드)는 학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6
가지 주 측정이 특징입니다.

학업 수행도
학업 측정은 학생들이 영어/문해 및 수학에 대해 학년 수준의
기준을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정은
스마터 밸런스 종합 평가에 대한 학생 성과에 근거하고, 이 평가는
매년 봄에 3-8학년 및 11학년 학생들이 실시합니다.

만성적 결석
만성적 결석 측정은 총 학교 수업일의 10퍼센트 이상 동안 결석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교들은 수업일이 180일이고, 한 학생이 그 중 18일 이상 결석한
경우, 그 학생은 만성적 결석으로 간주됩니다. 학교 정학과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결석하는 학생들은 중요한 교실 수업을
빠뜨리게 됩니다. Dashboard에서 이 정보를 포착하면 학부모 및
교육자들은 학교에서, 또는 학군 전체에서 만성적 결석이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취업 준비
대학 진학/취업 측정은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더 잘 준비한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대시보드에서는 대학 진학 및 취업 준비에 대한 다른 많은 측정을
사용하고,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거나, 또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들을 검토합니다. 학교가 학생들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https://www.cde.ca.gov/ta/ac/
cm/documents/ccidashboardflyer.pdf에서 대학 진학/취업 측정 정보
전단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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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알아보기(계속)

영어 학습자 진도
영어 실력은 학생들이 읽기, 쓰기, 수학 및 과학과 같은 다른
과목 영역에서 잘 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영어 학습자 진도
측정은 영어 학습자(예: 영어가 아닌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
가 영어 실력을 빨리 향상시키는 진도를 검토합니다. 매년 봄에,
영어 학습자는 캘리포니아 주 영어 능숙도 평가, 즉 ELPAC를
받고, 영어를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는지를 측정합니다. ELPAC의
결과는 영어 학습자 진도 측정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졸업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장은 오늘날의 경제에서 가장 초급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이것은 수학, 읽기 및 쓰기에 대한 기초적인 능력에
숙달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학률
정학률 측정은 한 학년도 동안에 정학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을
보여줍니다. 학교에서 정학을 받은 학생들은 중요한 교실 수업을
빠뜨리게 됩니다. Dashboard에서 이 정보를 포착하면 학부모 및
교육자들은 학교에서, 또는 학군 전체에서 정학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특정한 학생 집단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정학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한 학생이 일 년 내내
여러 번 정학을 받더라도 이 측정에는 한 번만 계산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주 책임 모델 및 학교 Dashboard
웹 페이지 https://www.cde.ca.gov/ta/ac/cm/index.asp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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