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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Skills Assessment (FSA) 
기초 능력 평가 

Important Information for Parents  
부모를 위한 중요 정보 

 
기초능력 평가 시험은 무엇인가? 
BC주의 모든 4,7학년 학생들은 독해, 쓰기및 수리영역의 연간 평가인 기초능력평가 시험에 참여한다. 
평가시험은  주정부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교사들에 의해 개발된 평가이다. 평가의 주요목적은 학생들이 
핵심 교육과정을 잘 이수 해 가고 있는지 교육부, 교육청및 학교들이 추적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이 정보는 교육부, 교육청및 학교들이 학습과정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FSA는 시험보는 현시점까지 학생들이중요한 기본학습을 잘 배워왔는지의 단면을 제공한다. 이 정보는 
교사평가들및 다른 학교 정보들과 함께 사용되어진다.  

FSA결과는 언제 볼 수 있는가? 
현재 학년의 경우, FSA는 10월과 11월에 실시된다. 올해 학년말까지, 지역및 학교수준의 결과는 

학교들과 대중에게 공개 될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결과는 학생을 통해 답안과 함께12월까지 보내지게 

된다. 이때 부모님들은 이 평가시험에 대해 자녀들이 어떻게 답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평가는 교육과정의 일부 단면이지 자녀의 전체적인 학습 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하는것은 아니다. 이 정보는 자녀의 교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FSA는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되는가?아니다. 결과는 현재 시점까지의 학생 학업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특정 과목 또는 학년수준의 성적과 관련되는것이 아닌 전학년을 통한 기본과정및 

교과과정 개발의 향상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학생들은 영어도서뿐 아니라 과학이나 

사회에 관한 도서도 읽으며, 여러 액티비티 또는 수학 외의 다른 과목들을 통해 수리영역을 학습한다.  

FSA는 누가 시험보는가? 
모든 4, 7학년 학생들이 FSA 평가시험을 보도록 권장한다. 예외는 a) IEP 문서에 읽기, 쓰기 또는 

수리영역 능력에 두드러진 영향을 주는 장애가 있다고 기술된 학생 b) 맞춤형 개인학습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IEP가 만들어진 학생 c)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표현할 수준의 영어능력에 아직 도달하지 

않는 ESL 학생. 위의 결정 해당사항의 학생은 학교장이 내리게 된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어느 영역의 

시험에서 제외되는것이 낫겠다고 추천을 받는다면, 평가시험 보기 전에 먼저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당신 자녀의 학교장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이 평가는 주정부및 교육청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위해 최상의 학습자원을 학교에 제공하기위해 결정되는 정보이므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평가에 임해주기를 권장한다.   

어디에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나? 
당신 자녀의 학교와 교육청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웹사이트인  

http://www.bced.gov.bc.ca/assessment/fsa/ 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다.  

http://www.bced.gov.bc.ca/assessment/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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