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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직장 생활, 대학
생활에 대비하고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대학에 진학할 계획입니까?
스마터 밸런스드 (Smarter Balanced) 및 12학년 과정 선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개 주의 대학 지도자들은 스마터 밸런스드 (Smarter Balanced)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기록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어려운 과정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성공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학에 입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주의 220
개 이상 전문대학, 대학교, 커뮤니티 및 기술 전문대학에서는 스마터 밸런스드 (Smarter Balanced) 시험에서 3 또는 4점을
기록하는 학생이 입학 허가를 받은 후 바로 초급(entry-level) 학점 강의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주의: 워싱턴의 모든 고등 교육 기관은 스마터 밸런스드 (Smarter Balanced) 점수를 대학 준비 상태를 알리는 지표로
인정합니다.

3 또는 4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마터 밸런스드 점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이 점수를 사용해 12학년에서 수강해 고등학교
이후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영어와 수학 과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

본인이 선택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지원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 요건을 충족하십시오. 입학
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스마터 밸런스드 점수를
인정하는 경우, 스마터 밸런스드 시험에서 3 또는
4점을 기록하면 배치 시험을 면제받고 고가의 보충
강좌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입학하는 경우 바로 초급(entry-level) 학점
강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3 또는 4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수가
낮으면 고등학교를 떠나기 전에 몇 가지 능력과 지식을
더 갖춰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 및 카운슬러와 협력하여 격차를 확인하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Bridge-to-College” 과정은 12학년 영어 및 수학
과정이며 스마터 밸런스드 고등학교 시험에서 2점을
기록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Bridge 과정에서 “B” 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커뮤니티 및 기술 전문대학 초급(entry-level) 학점 과정
대상자가 됩니다.

개별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문의하여 점수를
인정받는 절차를 알아보십시오.

자세히
알아보기!

스마터 밸런스드

자세히
알아보기!

대학 과정 배치
(College Course Placement)

www.k12.wa.us/smarter

자세히
알아보기!

제자리. 준비. 졸업.

자세히
알아보기!

Bridge-to-College 과정

bit.ly/SB-HigherEd
www.wsac.wa.gov/college-read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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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귀하는 지금 대학 진학과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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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십시오!
카운슬러를 만나면서
향상되는 분야에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www.readywa.org

도전적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일정을
유지하십시오.

부모/
후견인에게
계속
보고하십시오.

지키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면서 계획을

및 카운슬러와 함께

정기적으로 교사,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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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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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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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eadysetgrad.org

제자리. 준비. 졸업생 인터랙티브 칼리지 계획 웹사이트:

하고 있습니다.

12학년까지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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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갈 수는 있지만, 목표를
이루도록 집중하면서 투지를 갖고
특별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11학년에서 관리됩니다.

과정에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평가는 3~8학년 및

필요할 경우 조정과 간섭을 해서 학생들이 성공을 향한

따라 학생의 진보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며

평가 시스템은 해당 학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한 기준에

도전하십시오!
힘든 과정을
더 많이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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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

돈을 절약하십시오!
대학 학점을 취득하고 순조로운 출발,
대학과목 선이수 또는 다른 동시 학점
옵션을 통해 비용을 줄이십시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진로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축하합니다!

졸업생

전환 과정
대학에 입학하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 되기 위해 준비하려면
도움이 더 필요한 고등학교
상급생들에게는 교사와 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팀이 전환
과정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달하는 과정인지 확인하십시오.

군대

전문적인 기술
프로그램

대학 또는 대학교

견습 기간

교사 및 생활 지도 카운슬러와 함께 계획을 살펴보고 목표에

개략적으로 기술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끝날 때까지 가족,

커뮤니티 또는 학생들이 달성하는 데 필요한 취업 관련 경험을

진로를 개발합니다. 계획에서는 교육 및 취업 목표, 과정, 시험,

함께 모여서 각 학생의 대학 및 취업 준비에 대한 개인 맞춤형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에 따라 부모/후견인, 교육자 및 학생이

HS
+BP

이 작업을 위한 기금은 ‘일정한 정도의 학생 학력 향상 (Improving Student
Learning at Scale) 보조금 기회의 일부로 제공됩니다:
www.wsac.wa.gov/isls-group

HS+BP
확인

스마터 밸런스드 (Smarter
Balanced) 평가

새 공통 핵심 기준과 일치하는 Smarter Balanced

SBA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엄격한 수업과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교사, 카운슬러 및/또는
부모와 함께 특별한
도움을 받는 문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www.sbe.wa.gov/graduation.php

졸업 요건:

기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향후 계획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교사와 협력하면서 고등학교 및

받으면 부모/후견인, 카운슬러 및

영어와 수학에서 모두 SBA 점수를

워싱턴을 향한 준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많이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귀하는 해냈습니다!

SBA

귀하의 Smarter Balanced 평가 점수가 4가지 레벨 중의
하나로 떨어집니다. 귀하는 수학에 대한 SBA 점수를 받고
영어에 대해 별도의 SBA 점수를 받습니다. 점수가 1-2이든
아니면 3-4이든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4

것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3

때까지 알아야 할 것과 수학과 영어에서 할 수 있는

고등학교 학력을 갖추고 성인 중 최소한 70%는 고등학교

2

기준에서는 모든 학생이 유치원에서 12학년에 이를

중 고등학교 이후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50%가 채 안

됩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2023년까지 모든 성인이

1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 핵심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그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89%에 불과하며, 그

이후의 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공을 향한 과정에

현재 워싱턴의 성인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이나 그와

Smarter Balanced 점수를 사용하여 과정을 점수화

이 그래픽과 학생들이 스마트 밸런스드 점수와 고등학교 및 향후 계획을 이용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성공에 이르는 진로를 차트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youtu.be/a-ynZFX0m9o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