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학생 평가 

왜 평가를 하나요? 

BIS 하노이에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형성 평가가 매일,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 

이루어집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평가를 통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각기 다른 능력과 학습 단계에 꼭 맞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학습의 단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와 더불어 우리 학교는 정형화된 평가 절차가 선생님들의 평가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가 된다는 점도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1학년에서 6학년에서는 학년 초부터 아이들의 학습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읽기, 쓰기, 파닉스 그리고 수학 등에서 아이들을 평가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1년 내내 정기적으로 핵심 

과목들을 재평가하면서 아이들의 우수한 학습 성과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 이메일, 도조 메세지 

그리고 면담을 통해 아이들의 이런 성과를 부모님과 함께 축하하는 것이 정말 뿌듯합니다. 

 

INCAS 평가란 

우리 학교에서 학년 초 학생 평가에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2-6학년 용 INCAS라는 컴퓨터 기반 표준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영어 읽기, 철자, 파닉스, 수학의 모든 분야와 아이들의 

발달 능력, 학교에 대한 태도 등에서 가치있는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 종합 평가 세트입니다. 지난 주 

학부모 면담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자녀의 INCAS 학생 진행 그래프를 공유했습니다. 영국의 평균과 

비교해서 영어와 수학에서 자녀가 긍정적인 발전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만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더 큰 그림 

물론 저희는 한가지 평가로 어떤 아이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판단을 뒷바침하기 위해 1-6학년 학생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형태의 평가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PUMA 수학 평가, Big Cat 읽기, Bug Club, 파닉스 체크 등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수업에서 매일 진행되는 평가와 함께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학습 진도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기꺼이 답할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arly Years의 평가  

EYFS(F1-F3)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EYFS 교과과정에 따르므로 평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F1에서 

F3 선생님들 또한 매일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며, 이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다음 단계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올해 EYFS 평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Evidence Me를 도입했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렸습니다. 

 



Evidence Me 평가 

담임 선생님들은 Evidence Me를 통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관찰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학부모님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현재 학습하는 내용, 다음 단계를 위해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관찰에 기반한 평가 목표 목록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부모님들과 평가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부모님들이 F1에서 F3의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어떻게 평가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arly Years 학부모님 

이러한 학습 관찰은 4주마다 부모님들과 공유될 것이며 부모님들도 Evidence Me를 사용하여 집에서 

자녀가 학습하는 모습을 관찰한 내용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은 Evidence Me에 가입할 수 

있는 초대 이메일을 받았으며 해당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