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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여러분께,  
 

올봄, 여러분은 영어(English Language Arts, ELA) 및/또는 수학 과목과 관련하여 스마터 

밸런스드(Smarter Balanced) 평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은 2개 내용 영역에서 여러분이 대학 

수준의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획득한 점수에 따라 “성취 수준”(1~4)이 나뉩니다. 성취 수준을 알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성공을 위해 어떤 고등학교 강좌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는 시험 몇 주 후에 학생의 시험 점수에 온라인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는 

9월까지 학생의 스마터 밸런스드 점수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점수가 레벨 3 또는 4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면 배치 고사를 면제받고 

고가의 보충 강좌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전국에서 220곳 이상의 공립 및 사립 대학, 대학교 및 

커뮤니티와 기술 대학에서 스마터 밸런스드 점수로 대학 과정에 대한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참여 대학 목록은 http://bit.ly/SBA-HigherE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학년 때 1개 이상의 스마터 밸런스드 시험을 치러 레벨 3 또는 4를 획득한 경우 11학년에 해당 

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10학년 때 레벨 3 또는 4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11학년에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레벨 2 점수를 획득한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ELA 또는 수학과 관련하여 “Bridge to 

College” 강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1년 집중 강좌는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학생들이 대학 및 취업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Bridge 강좌에서 B 이상을 

획득하고 고등학교 졸업연도에 등록하는 경우 워싱턴 내 34개 커뮤니티 및 기술 대학에서 배치 

고사 및 보충 강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레벨 1 점수를 획득한 경우 대학 과정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에 문의하여 

필요한 개별 보충 수업을 받도록 하십시오.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충 강좌를 들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wsac.wa.gov/college-readine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선생님, 고등학교 상담사 또는 커리어 센터장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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