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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읽기능력 보장 프로그램
유급된 3학년 학생의 학기 중 진급
2017년 8월
오하이오의 3학년 읽기능력 보장(Third Grade Reading Guarantee) 프로그램은 킨더가르텐 내지 3학년 과정에서 읽기
능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구는 학생들이 3학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학년 수준에 맞는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3학년 말까지 읽기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제때 졸업할 확률이 4배나 낮습니다.

일반적인 안내
교육구와 각 학교들은 유급된 3학년 학생들이 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갖출 경우, 학기 중에 4학년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유급 학생은 이 방침을 통해 4학년으로 진급하기 전까지는 특정 과목에서
능숙한 수준을 인정받고 높은 수준의 수업을 받고 있더라도 전년도에 3학년이었으며 아직도 3학년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기 중 진급 방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기 중 진급 방침은 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갖춘 유급된 3학년 학생이 학기 중이라도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침을 통해, 교육구가 제공하는 증거 기반 고품질 서비스를 받은 학생이
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갖출 경우, 4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중반 이전에 교육구의 학기 중 진급 방침에 따라 학생이 진급할 수 있습니까?
예. 교육구의 학기 중 진급 방침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교육구는 학생의 진도와 준비 상태에 맞춰
개별화를 허용하는 학기 중 진급 방침을 수립할 것이 권장됩니다. 유급된 3학년 학생이 교육구의 방침에 명시된
대로 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갖추고 교육구의 방침이 이를 허용할 경우, 학생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4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이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4학년 수업을 더욱 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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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의 방침이 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보여주는 학생 개개인의 준비 상태에 기초하는 경우,
교육구는 해당 학년도 동안 변동 커트라인 점수를 사용합니까? (즉, 학년도 진행에 따라 커트라인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예. 교육구의 학기 중 진급 방침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3학년 읽기 보장 프로그램의 목표는 4학년으로
진급하기 전에 학생들이 최소한 3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급된 3학년 학생이 4학년으로 올라갈 때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구는 전 학기
기간 동안 각각 다른 시점에 "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4학년 교과과정의 엄격한 준수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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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된 3학년 학생이 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능력을 갖췄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구는 주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나 승인된 대체 읽기 평가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요. 유급된 3학년 학생이 "학년 수준 이상의 읽기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교육구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하이오주 교육부는 학기 중 진급 방침에 대해 승인된 평가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교육구는
승인된 대체 읽기 평가를 이 목적에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주에서 개발한 3학년을 위한 전체
척도(Full Measure)나 승인된 진단 도구 등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교육구는 유급된 3학년 학생이 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표준 읽기 평가와 함께 다른
유형의 증거를 사용하는 자체 방침을 세울 수 있습니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함께 사용 가능한
다른 유형의 증거로는 다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여름 학교 중에 수집된 증거 및 진행된 진도.

•

문서화된 읽기 목록의 일부를 비롯하여 학생의 읽기 능력 성취도를 문서로 보여주는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교사나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추천.

학생이 학기 중에 진급 방침을 충족할 경우, 교육구가 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까?
예. 교육구는 해당 학생이 교육구의 학기 중 진급 방침을 충족한 방법과 진급된 날짜에 대한 기록을 다른 학생들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곳(즉, 누적 폴더)에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유급된 3학년 학생의 학기 중 진급을 어떻게 EMIS에서 보고합니까?
유급된 학년 동안에 3학년 학생이 4학년으로 올라갈 경우, 학년 수준 "04" 및 학기 중 진급된 발효일이 EMIS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급된 3학년 학생이 학기 중 진급 방침의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1월 1일에
4학년으로 진급한 경우, 그 학생은 2017년 11월 1일에 학년 수준 "04"로 보고됩니다.

학생이 진급한 후에도 교육구가 계속해서 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주에서 정한 진급 점수가 현재 "능숙한 수준(proficient)"의 점수보다 낮기 때문에 교육구와 학교는 4학년으로
진급되었지만 ORC 3301.0711 (D) (1)에서 요구하는 능숙한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중재 서비스를
제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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