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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교육부
Keystone 시험 성적표 설명 안내서
학생 성적표 읽기 안내서
키스톤 시험 (Keystone Exams)은 2015 년 이후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요건에 대한 펜실베이니아의
새로운 시스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2010‐2011 년에 대수 1, 생물, 문학을 시작으로 특정한
과목을 마치면 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학생 성적표에는 각 Keystone 시험에서 학생이 얻은 성과가 표시됩니다. 이 안내서는 학생 성적표에
기재된 점수에 대한 설명을 도와줍니다. 만약 학생이 시험의 두 개 모듈 중 하나에만 응시한 경우 응시하지
않은 모듈은 공백으로 표시됩니다. 이 시험들은 학생이 학문적으로 성장했음을 측정하는 것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성적표 1 페이지 설명
1

학생 정보
이 부분에는 학생의 이름, 학교,
교육구, 응시 일자, 그리고 학년이
표시됩니다.

2

장관 인사말

1
3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과
Keystone 시험에서 평가한

4

내용을 설명합니다.
2

3

5

내용영역
여기에는 Keystone 시험이 실시된
교육 과정이나 과목이 표시됩니다.

4

학생의 KEYSTONE 시험결과
이 표에는 Keystone 시험에서
학생이 얻은 성과수준이
표시됩니다.

5

KEYSTONE 시험에 대한 설명
Keystone 시험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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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ne 시험 성적표 설명 안내서
학생 성적표 2 페이지 설명
6

총 시험에 관한 성과수준

8

화살표는 Keystone 시험에서
학생이 얻은 총 성과수준을
나타냅니다.

6

참고: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7

않았거나 총 점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수준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7

학생의 점수
현재까지 총 시험 최고 척도 점수
(Highest Total Test Scale Score to Date)는
학생의 척도 점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막대그래프의 화살표는
학생의 점수가 성과수준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보여줍니다.
각각의 교육 과정이나 과목에는 고유의
척도가 있으므로 학생의 Keystone 시험
점수는 서로 다른 과정이나 과목들
사이에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8

최저/최고 척도 점수
최저 및 최고 척도 점수는 학생이
얻을 수 있는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의미합니다. 각 Keystone 시험에는 수 년 동안
변하지 않는 최저 및 최고 점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험의 우수 (Proficient)등급은
1500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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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적표 2 페이지 설명(계속)
9

측정 표준 오차
이 범위는 학생의 Keystone 시험점수에
대한 측정 표준 오차 (Standard Error of

9

Measurement) 를 나타냅니다. 특히,
측정 표준 오차는 학생이 응시한 시험과
동등한 수준의 시험을 치를 경우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즉, 학생이

10

완전히 같은 내용이지만 문제가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의 Keystone 시험
점수가 1750 점이고 측정 표준 오차범위가

11

1700 ‐ 1800 점이라면 그 학생은 비슷한
조건에서 해당 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1700 점과 1800 점
사이의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성과수준의 의미
이 부분에서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성과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다룹니다. 학생의
Keystone 시험은 다음 네 가지
성과수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저조 (Below Basic), 보통 (Basic)
우수 (Proficient), 최우수 (Advanced).

11

각 모듈에서의 학생의 성과
이 부분에서는 각 모듈에서 얻은 학생의 성과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각 모듈의 평가 기준이
제시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각 모듈에 대한 시험 결과, 척도 점수 및 시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학생들이 시험에서 우수 (Proficient)등급을 받기 위해 두 모듈에 모두 합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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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생의 총 시험 성과
이 부분에는 학생의 총 시험에 대한 척도 점수와 성과수준이 표시됩니다. 총 시험 척도 점수는 두
모듈의 최고 점수를 조합하여 계산한 최고 점수입니다. 모듈마다 항목 내용과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총 척도 점수는 모듈들의 평균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eystone 시험을 처음으로
치르는 학생들은 두 개의 모듈에 모두 응시하여 총 시험 척도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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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STONE 시험에 대한 일반 정보
KEYSTONE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
각 Keystone 시험은 모듈이라고 하는 두 개의 주요 보고 범주로 이루어집니다. 각 모듈은 해당 영역에 대한
고유 평가 기준과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기준과 해당 학습 내용은 각
Keystone 시험에서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밝혀놓은 것으로 교과 과정, 수업 및 평가를 조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합니다. Keystone Exam 에 대한 모든 질문은 키스톤 시험 평가 기준 (Keystone Exams
Assessment Anchors) 및 해당 학습 내용 (Eligible Content) 에 맞춰 정리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SAS 웹사이트
www.pdesas.org/Standard/View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EYSTONE 시험 형식
Keystone 시험은 온라인 시험과 종이/연필을 구비한 시험의 두 가지 형식으로 모두 응시가 가능합니다. 각
교육구는 현지 사정에 맞게 온라인, 종이/연필, 또는 두 시험 형식 모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KEYSTONE 시험의 문제 유형
Keystone 시험에는 객관식 및 구성형 문항, 또는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Keystone
Exam 에서는 총 점수의 약 60% ‐ 75%가 객관식 문항에 배정되며 총 점수의 25% ‐ 40%는 구성형 문항에
배정됩니다.
성적표 결과 보고 과정
모든 Keystone 시험에 대한 개별 학생 성적표 2 개의 사본이 각 학교의 교육구 및 차터 스쿨로 송부되어
학부모, 교사, 지도교사, 또는 교장에게 배포됩니다. 학교 교육구 및 차터 스쿨은 Keystone 시험 학교 수준
성적표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5 페이지

2011 년 9 월

펜실베이니아 교육부
Keystone 시험 성적표 설명 안내서
KEYSTONE 시험 자료
Keystone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S 웹사이트 www.pdesas.org 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모든 자료들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SAS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열람하시려면 홈페이지 상단 부분의 Assessments 탭을 누르십시오. 그 밑에
나타나는 도구모음단추의 Keystone Exams 탭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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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료
아래의 자료들은 Keystone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키스톤 시험 프로그램 개요 (KEYSTONE EXAMS PROGRAM OVERVIEW)
이 프로그램 개요에서는 Keystone Exam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고등학교 졸업 요건, 특수
교육 응시생 및 영어 미숙자, Keystone Exam 일정, Keystone Exam 평가 기준 및 해당 학습 내용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대수 1, 생물, 문학에 대한 각 시험 설계에 대한 자세한 개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스톤 프로젝트 중심평가 시스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KEYSTONE PROJECT‐BASED ASSESSMENT SYSTEM
FAQS)
어떤 학생이 Keystone Exam 에 두 번 응시한 후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학생은
프로젝트중심 평가의 이수와 더불어 Keystone 시험점수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Keystone 시험을 대신한 프로젝트 기반 평가의 요건 및 운영에 대해 흔히 묻는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키스톤 시험 학부모 통지서 (KEYSTONE EXAMS PARENT LETTER)
학부모 통지에서는 Keystone 시험의 운영에 관해 흔히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생의 참여, 각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 가능한 응시 형태, 문제의 유형 및 보고된 결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키스톤 시험 및 CDT 뉴스레터 (KEYSTONE EXAMS AND CDT NEWSLETTER)
뉴스레터는 Keystone 시험 및 교실 진단 도구 (Classroom Diagnostic Tools, CDT)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내용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요약 설명과 더불어 추후 발표 및 교육훈련 일정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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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자료
교육자 및 학부모/보호자는 다음 자료들을 이용하여 학생의 Keystone 시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항 및 채점방식 샘플러 (ITEM AND SCORING SAMPLERS)
대수 1, 생물, 문학 과목의 문항 및 점수 샘플러는 현재 이용 가능합니다. 각 샘플러에는 Keystone 시험평가
기준 및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 주석이 달린 객관식 문항 및 구성형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러들은 사용 중인 Keystone 시험에 나타난 시험 문제(문항) 유형의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문항들은
교실에서 평가 항목 작성을 위한 예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지 교습 프로그램의 일부로 복사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러에는 구성형 문항의 채점 방법에 대한 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습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샘플러 내의 구성형 문항에 대해 답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교사들은 샘플러를 길잡이로
이용하여 답변을 단독으로 채점하거나 학교 또는 교육구 내의 동료들과 함께 채점할 수도 있습니다.
표본 문항이 포함된 키스톤 시험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학습 내용 (KEYSTONE EXAMS ASSESSMENT
ANCHORS AND ELIGIBLE CONTENT WITH SAMPLE ITEMS DOCUMENTS)
현재 대수 I, 대수 II, 생물, 기하학, 문학 과목에 대한 표본 문항이 포함된 Keystone 시험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학습 내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본 시험질문은 Keystone 시험에서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방식의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Keystone 시험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어풀이가 각 문서의
끝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용어집 (GLOSSARIES)
각 용어집의 용어와 정의는 Keystone 시험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용어집은 펜실베이니아 교육자들의 Keystone 시험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용어집에는 실제 Keystone 시험에 포함된 모든
용어들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교실에서 특정 학년이나 과목을 교습할 목적으로 용어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작문을 제외한 각 용어집은 해당 표본 문항이 포함된 Keystone 시험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적합한 학습 내용의 끝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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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교육부
Keystone 시험 성적표 설명 안내서
과목별 자료들(계속)
채점 방식 지침에 대한 일반적 설명 (GENERAL DESCRIPTIONS OF THE SCORING GUIDELINES)
각 Keystone 시험의 채점 지침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제공됩니다. 이들 지침은 구성형 문항의 답변에 대한
배점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Keystone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Keystone 시험채점
지침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지침은 각 Keystone 시험 문제집과
답안집 앞쪽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Keystone 시험을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도움말로
제공됩니다.
수학 공식장 (MATH FORMULA SHEETS)
대수 I, 대수 II 및 기하학 공식장에는 각각 의 Keystone 시험에 필요한 다양한 공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eystone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공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각 공식 시트의 공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또한 Keystone 시험을 치르는 동안 공식 시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트는 Keystone Exam
문제집과 답안집의 각 모듈의 첫 부분에 수록되어 있거나 온라인으로 Keystone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도구로 제공됩니다.
KEYSTONE 시험 성과수준 설명서 (KEYSTONE EXAMS PERFORMANCE LEVEL DESCRIPTORS)
Performance Level Descriptors (PLD)는 현재 대수 I, 생물 및 문학 과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D 는
저조 (Below Basic), 보통 (Basic), 우수 (Proficient), 최우수 (Advanced) 등급의 일반적인 학생이 어떤 학업
능력이 있는지 설명합니다. 각 PLD 는 해당 Keystone 시험과목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Basic, Proficient
및 Advanced 수준에 대한 설명은 학습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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