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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 여러분께
뉴저지주는 대학 및 직업 준비 (PARCC) 평가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다른 주와 협업한 회원 자격이
끝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Pearson’s TestNav)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주정부의 영어 및 수학 평가는 이제
‘뉴저지 학생을 위한 영어 학습과 수학 평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New Jersey Student Learning
Assessments for English Language Arts and Mathematics; NJSLA-ELA and NJSLA-M). 또한, 8 학년과
11 학년 학생들은 5 월말에 기존의 뉴저지 생물 평가 시험을 대신하여 컴퓨터에 기반을 둔 ‘뉴저지 학생 과학
학습 평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New Jersey Student Assessment – Science; NJSLA-S). 8 학년과 11
학년에 대한 과학 평가에 관한 추가 일정 정보가 곧 발표될 것입니다.
Palisades Park Jr. / Sr. 고등학교 학생들은, 7 학년에서 10 학년까지는 영어와 수학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8 학년과 11 학년 학생들만 과학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아침 8 시 12 분까지 학교에
도착해야 합니다. 11 학년과 12 학년 학생들은 4 일간의 시험기간 (아직 Board 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음)
동안에 연장 등교시간 (Delayed Opening)을 지켜야 하며, 오전 10 시 30 분까지 학교에 등교해야 합니다.
Palisades Park Jr. / Sr 학교의 구체적인 시험 날짜 및 시간에 관한 정보는 첨부된 NJSLA 시험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 학생 학습 평가 (NJSLA)는 비판적 사고 기술과 학생들의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및 자립적 문제 해결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뉴저지 학생 학습 표준 (NJSLS)에 맞춰져 있습니다. 팰리세이드파크 학교는 우리의
학습 과정을 더욱 엄격하고 뉴저지 학생 학습 표준의 기대에 맞게 만드는 집중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전의 PARCC 평가에서 익숙한 온라인 플랫폼과 도구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NJSLA 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NJSLA 테스트의 구성 요소에는 오디오 클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어폰/헤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가지고 오기를 권장합니다. 참고로 Bluetooth 지원 이어폰 장치 (“에어
포드"등)는 뉴저지 교육부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시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시험시간 동안 헤드폰/이어폰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사회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와 보호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께서는 자녀가 매일 시험기간동안
정시에 학교에 등교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아파서 예정된 시험일을 놓치게 된다면
따로 보충 시험 일정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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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DOE 정책에 따라 주정부는 학생들이 시험실 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전자 기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휴대 전화, 태블릿, 스마트
워치, 아이팟, 전자 펜 등. 학생들은 이러한 기기들을 시험장에 가지고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 당일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시험 감독관은 시험 기간 동안 휴대 전화 및/또는 기타 금지된 기기를
걷어서 따로 보관할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이 기기들은 학생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시험이 시작된 후 금지된 기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발견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게 됩니다.
• 학생의 시험은 중단되고 시험실에서 퇴실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기기는 압수되고 검사를 위해 테크니션 담당자에게 보내집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사건에 대해 연락을 받고 학교로 오셔서 기기를 받아 가셔야 합니다.
시험 중 발견된 휴대 전화/또는 기타 금지 기기는 학생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러한
중요한 지침을 꼭 자녀와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NJSLA-ELA, NJSLA-M 및 NJSLA-S 의 관리는 뉴저지 주 교육부 (NJDOE)와 연방 교육부에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NJDOE 는 "참여하지 않는(opt-out)"프로그램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시험을 보기로
예정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NJSLA 평가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NJDOE 평가 부서: https://www.nj.gov/education/assessment
• 뉴저지 졸업 요건: https://www.nj.gov/education/assessment/parents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님과 보호자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시험에 관한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녀의 담당 카운슬러 또는 교감인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incerely,

Krista Voorhis
Vice Principal
Palisades Park Jr./Sr. High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