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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6th, 2016 

Dear Middle School Parents, 

During the three day period of April 18th - 20th your child will take tests called 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MAP®). We give students MAP tests to determine your child’s instructional level and to measure 

academic growth throughout the school year, and from year to year in the areas of Math, Language and 

Reading. Your child will take the tests on a computer.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학생들은 MAP 테스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MAP 테스트는 한해동안 

학생들이 수학, 언어,읽기방면에서 얼마만큼 배우고 수업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할 수 있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AP tests are unique in that they adapt to be appropriate for your child’s level of learning. As a result, each 

student has the same opportunity to succeed and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toward testing.  And with MAP 

tests, we can administer shorter tests and use less class time while still receiving detailed, accurate 

information about your child’s growth. During the assessment period, your child will spend a total of 3 hours 

completing these tests but will also spend around 30 minutes taking a practice test a few days in advance.  

시험은 학생의 실력에 따라 다른 수준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어려움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MAP 테스트는 수업시간 동안에 진행될 예정이지만 너무 많은 수업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학교는 이번 시험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수 있을 

것 입니다. 학생들은 총 3시간의 MAP 테스트를 보게 될 것이지고 정식적인 시험을 치르기 몇일 전에 30분 

정도 연습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  

Each school year, students in grades 5 - 8 will take the tests in August, October, February and May. Following 

each testing period, you will receive a report showing your child’s growth. 

Before we begin full implementation of MAP testing you are invited to view the following video that fully 

explains the purposes of the tests and how we will use the information obtained to promote your child's 

learning. 

  

 

 



 

매년 5~8학년 학생들은 8월 10월 2월 그리고 5월에 MAP 테스트를 보게 될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이에대한 결과를 성적표로서 받아 보시고 얼마만큼 자녀분들이 성장하였는지 확인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나면 MAP 테스트에대한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것 입니다.  

We are truly excited to begin a new era that focuses on every child’s individual growth and achievement. 

Partnering to help all students learn, parents and teachers can have a profound positive effect on the lives 

of our children. 

저희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업적 성취에 새롭게 관심갖을수 있게 되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에 부모님과 선생님의 참여는 학생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DEO MAP test 영상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contact us at the Middle School Office. 

 

Kind regards,  

Mr. Scoville 

Director of Middle School 

 

 

 

 

  

 

 

https://nwea.adobeconnect.com/_a203290506/mapint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