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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메릴랜드메릴랜드
메릴랜드주 교육부 발행

귀
댁의 자녀가 메릴랜드 소재 공립학교를 다니는 경우, 그 학생이 메릴
랜드 학교 평가(Maryland School Assessment), 약칭 MSA라는 테스트를 
치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릴랜드 학교 평가란 무엇이며 자녀가 그 시험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이 시험 과목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됩니까? 본 
발행물은 그러한 질문에 답변하고, 더 자세한 MSA 관련 정보를 웹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메릴랜드 학교 평가란 무엇입니까? 
MSA는 매년 봄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읽기, 수학 및 과
학 시험입니다. 읽기 및 수학 시험은 3~8학년 학생이 치르며, 과학 시험은 5학
년 및 8학년 학생만 치릅니다. 

학년별 학생들은 각 시험을 이틀에 걸쳐 치릅니다. 즉, 읽기 시험에 2일, 수학 
시험에 2일, 그리고 과학 시험에 2일이 소요됩니다. 시험 소요 시간은 과목과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시험은 특정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더 짧은 시
간 블록으로 나뉩니다. 

MSA는 언제 시행됩니까? 
읽기 및 수학 시험은 대개 3월에 실시합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여러 종교 축
일 때문에 시험 일자가 4월 1~10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다시 
시험 일정이 3월로 계획될 것입니다. 과학 MSA는 4월 23~5월 13일에 실시합니
다. 이 시험 기간 중 귀댁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시스템에 따라 정확한 시험 날
짜가 선택됩니다. 

MSA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SA에서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평가하여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이 모든 학생에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
록 합니다. MSA는 숙제, 수업, 퀴즈 및 프로젝트 과제와 같은 다른 수단과 더불
어 학생의 학력 향상에 대한 정보, 즉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학교 생활을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주는 연방교육법(NCLB)에 따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읽기, 수학 및 
과학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메릴랜드는 초등학교/중학교에서는 MSA를 실시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평가(HSA: 영어 2, 대수/데이터 분석 및 생물)를 
실시하면서 이 요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NCLB에 따르면 주의 책임 프로그램
(Accountability Program)에 읽기 및 수학 시험 결과를 반영해야 하지만, 과학에 대
해서는 현재 그러한 요건이 없습니다.

MSA에서는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MSA는 귀댁의 자녀가 읽기, 수학 및 과학 수업에서 학습할 내용을 대상으
로 합니다. 그 내용의 출처는 메릴랜드의 자발적 주 커리큘럼(Voluntary State 
Curriculum, VSC)입니다. 모든 공립학교는 VSC 또는 VSC가 포함된 커리큘럼을 사
용합니다. VSC, 그리고 교사의 VSC 교습을 지원하는 도구 및 자료는 MdK12.org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읽기 MSA 시험에서는 세 가지 주제 영역, 즉 일반 읽기 과정, 정보 텍스트 이
해 및 문학 텍스트 이해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수학 MSA 시험에서는 대수/패
턴, 기하학/도량형, 통계/확률, 수 개념/계산 및 수학 과정을 테스트합니다. 과
학 MSA 시험에서는 능력과 과정, 지구과학/우주과학,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및 환경과학을 테스트합니다.

MSA는 어떤 형태입니까?
시험은 선다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로 구성됩니다. 본 발행물을 펼치면 MSA 시험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예제를 보려면 MdK12.org에서 확인하십시오.

시험 때 자녀가 결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규 MSA 시험의 결시생들은 예정된 보충 시험 날짜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올해 읽기 및 수학 MSA의 보충 시험일은 4월 11~16일입니다. 각 학교는 4월 
23~5월 13일의 시험 기간 중 과학 보충 시험일을 정합니다.

MSA 점수는 어떻게 산출됩니까?
MSA의 선다형 문제는 컴퓨터로 채점됩니다. 단답형 및 서술형 답안은 메릴랜
드 교육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두 명 이상의 훈련을 받은 채점자가 채
점합니다. 

MSA 점수는 초보적임(Basic), 양호함(Proficient) 및 우수함(Advanced) 등급으
로 보고됩니다.1 초보적임(Basic)은 학생이 기준에 미달했으며, 따라서 학년
별 기대치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양호함
(Proficient)은 학생이 기준을 달성했음을 알려줍니다. 양호함 등급은 실제적이
고 엄정한 성적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우수함(Advanced)은 학생이 기준을 능
가하는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수함 등급은 성취하기 상당히 어
려운 등급이며 모범적인 성과 등급으로 간주됩니다. 

NCLB에서는 모든 학생이 2013~2014년까지 학년별 읽기/언어 및 수학 능력 수
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메릴랜드의 모든 학생은 6년 안에 읽
기 및 수학 시험에서 양호함 또는 우수함 등급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각 학교와 학교 시스템에서는 양호함 등급을 100%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향
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당국의 개입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연
방법에 따르면, 각 주는 매년 학생들의 과학 실력을 테스트하여 보고해야 합
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과학에서 양호함 등급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 조
항은 현재 없습니다).

자녀의 시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자녀의 읽기 및 수학 시험 점수는 현지 학교 시스템을 통해, 아마 여름 중에 전
달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 점수는 다음 9월 무렵에 통지됩니다. 점수표에
는 해당 학생, 학교/학교 시스템 및 주의 MSA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뒷
면의 수학 점수표 견본을 참조하십시오. 

1 2003년 메릴랜드의 교사, 교장 및 학교 시스템 담당자들은 읽기 및 수학 MSA의 성적 컷오프 점수를 정했습니다. 
과학 MSA의 컷오프 점수는 2007년 가을에 결정됩니다. 컷오프 점수는 과목 및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안쪽을 보시면 
MSA 시험 예제 및 답을 볼 수 있습니다.

MSA에 대한 학부모용 안내서

www.MarylandPublicSchools.org

주 전체에서 3~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및 수학 시험을, 그리고 
5학년 및 8학년 학생 대상으로 과학 시험을 실시합니다. 올해 읽기 
및 수학 시험은 4월 1~10일에 실시됩니다. 과학 시험은 4월 23~5월 
13일에 치릅니다.

연방 전원성취교육법(NCLB)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험이 실시됩니다. 
학교 및 학교 시스템은 NCLB에서 규정한 학생의 학업 성취 목표 달성
을 위해 매년 학업성적 향상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반면, 학생의 시험 
점수는 성적표에 기재되지 않으며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선다형, 단답형 및 서술형 문제로 구성됩니다. 학부모는 MdK12.org에
서 예제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커리큘럼을 얼마나 잘 학습해 왔는 지 평가합니다. 학부
모는 MdK12.org에서 메릴랜드의 자발적 주 커리큘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학교, 교육구 및 주의 점수를 산정합니다. 학부모는 여름에 자
녀의 읽기 및 수학 점수표를, 9월에 과학 점수표를 받을 수 있습니
다. 모든 학교, 학교 시스템 및 주 점수가 www.MdReportCard.org에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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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학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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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학교  
평가는 선다형 및 
서술형 문제로  
구성됩니다. 

이 게시물에는 
MSA 예제 유형
이 있습니다.

웹 사이트
MdK12.org에
서 더 많은 예제
를 볼 수 있습니
다.

5학년 과학3학년 읽기

6학년 수학 8학년 과학8학년 읽기

3학년 수학

MSA 예상 문제
MD Classroom: Parent’s Guide to the MSA 10/07

Translated by CTS Language Link 11/0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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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교육부는 고용 및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성별, 
나이, 국적, 종교, 장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교
육부 방침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메릴랜드주 교육부 평등 보장 준법 감
시지부로 문의하십시오(주소: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Branch, 200W. 
Baltimore Street, Baltimore, Maryland 21201).

전화: 410.767.0425 •TTY/TTD: 410.333.6442 •팩스: 410.333.2226

본 안내문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410-767-0475로 전화하여 편집 담
당 Nan Mulqueen을 찾아주십시오.

특수 장애 학생도 시험을 치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방법에서는, 주별 시험 대상으로 특수 장애 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는 각 학생의 학
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므로 장애 학생 및 영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의 진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편의 제공
그러나 학생들은 가능한 모든 범위에서 주 차원의 시험에 참여하고 그 시
험 결과가 메릴랜드 책임 시스템에 반영될 법적 권리를 가질 뿐 아니라 그
러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도 및 시험상의 편의를 누릴 법
적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담임 교사가 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편의에 대
해 자세히 설명해줄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www.MarylandPublicSchools.org/
MSDE/testing/에 접속해 2007-2008 Maryland Accommodations Manual를 참조
하십시오 

Mod-MSA
미국 교육부에서는 학년별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수정된 형태의 시험 문제
가 필요할 소수의 장애 학생을 위해 각 주에 특별 시험을 고안하는 것을 허
가했습니다. 최근 연방 정부는 각 주에 최종 시험 출제 요건을 전달했으며, 
따라서 2008년 또는 2009년 시험 관리에 Mod-MSA(Modified MSA) 이용이 가
능할 것입니다.

Alt-MSA
중대한 인지 장애가 있어 편의가 제공되더라도 MSA를 치를 수 없는 학
생에게는 Alt-MSA(Alternate MSA)가 실시됩니다. Alt-MSA는 해당 주의 커
리큘럼 기준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한 지표 및 목표를 기준으로 학생의 진
도를 측정하는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Alt-M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MarylandPublicSchools.org/MSDE/testing/alt_msa/를 참조하십시오. 

자녀가 MSA를 준비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의 학업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최상의 방법은 학년 전
체에 걸쳐 준비하는 것입니다. 

담임 교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자녀의 진도, 그리고 학부모가 자녀의 학

업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십시오. 

자녀에 대해 높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학교 생활에 최우선 순위를 두

어야 함을 명확히 하십시오.

적어도 매일 15분씩 할애하여 자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책을 읽

으십시오. 

자녀에게 조용한 공부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녀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 주십시오. 

자녀의 학교 활동에 관심을 보이십시오. 

자녀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제한하고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십시오. 

자녀의 비디오 게임 또는 인터넷 이용 시간을 점검하십시오. 

자녀가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도록 장려하십시오. 

•

•

•

•
•
•
•

•
•

점수표 견본: 수학 MSA

이 그래프는 귀 자녀의 
석차(수치) 점수, 그리
고 이 점수가 초보적
임/양호함/우수함 등
급 중 어디에 속하는
지 보여 줍니다. 또한 
해당 학교, 학교 시스
템 및 주 학생들의 평
균 점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주 및 
연방 정부의 책임을 평
가할 때 이 점수를 사
용합니다.

이 그래프는 해당 학교, 학교 시스템 및 주 
학생들의 성적 등급별 비율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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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함(Proficient)

귀 자녀의 MSA  
수학 석차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MSA 석차 점수 성적 등급 설명

MSA 수학 석차 점수는 귀 자녀가 주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내용 영역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 측정하
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맨 위 그래프에서는 귀 자녀
의 점수, 그리고 메릴랜드주의 모든 동일 학년 학생들
의 성적(학교/시스템/주 단위)을 보여 줍니다. 그래프
의 측면에는 MSA 시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
(240~650점), 그리고 세 가지 성적 등급의 컷오프 점
수가 나와 있습니다.

MSA 수학 석차 점수는 세 가지 성적 등급으로 나뉩
니다.

초보적임(BASIC)- 학생이 기준에 미달했습니

다. 더 많이 노력해야 학업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양호함(PROFICIENT)- 학생이 기준을 통과했습

니다. 학업 기준을 달성한, 실제적이고 엄정한 

성적 등급입니다. 

우수함(ADVANCED)- 학생이 기준을 능가했습

니다. 이 등급은 성취하기 상당히 어려운 등급

이며 모범적인 성적 등급으로, 학업 기준 달성

에 있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MSA 학교/시스템/주 시험 결과는 귀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교 시스템 및 메릴랜드주 학생들의 성적을 비
율을 통해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MSA 석차 점수는 학생의 학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녀의 현재 학업 상태를 더 정
확하게 이해하려면 수업, 숙제, 프로젝트 과제 및 기
타 시험과 퀴즈 성적에 관해 담임 교사에게 문의하십

시오.

•

•

•

MSA 학교/시스템/메릴랜드 주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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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MSA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또는 귀 자
녀의 학교에 문의하거나 메릴랜드주 교육부(1.888.246.0016)에 전화하여 문
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MSA 정보
www.MarylandPublicSchools.org/MSDE/testing/msa/ 
기본적인 정보가 제공되며, 링크를 통해 시험 예제, 점수표 견본, 기술 보
고서와 같은 더 심층적인 정보로 연결됩니다.

MSA 내용
MdK12.org
MSA에서 테스트하는 구체적인 커리큘럼 능력 및 내용

시험 예제
MdK12.org
MSA 예제(견본 또는 실제 학생 답안 포함), 채점 정보 및 문제별 해당 커
리큘럼 내용 링크 

학교, 교육구 및 주 점수
www.MdReportCard.org 
학교, 학교 시스템 및 메릴랜드주의 MSA, Alt-MSA, 기타 메릴랜드 시험 결
과가 학생의 인종, 성별 및 특수 편의 제공 여부별로 나와 있습니다.

Alt-MSA 정보
www.MarylandPublicSchools.org/MSDE/testing/alt_msa/ 
Alt-MSA 참가 지침 및 추가 자료 링크(예:2007 Alt-MSA 편람)

M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dK12.org에서 확인하십시오.

수학 주제 영역 설명

MSA 수학 석차 점수는 메릴랜드 수학 커리큘럼을 대상으로 한 문제로 구성된 시험 결과입니다. 수학은 다음 다섯 
가지 주제 영역으로 나뉩니다.

 • 대수/패턴

 • 기하학/도량법

 • 통계/확률

 • 수의 개념/계산

 • 수학 과정

이 그래프는 올해 MSA 시험에 출제된 다섯 가지 수학 주제 영역 문제에서 귀 자녀가 거둔 성적을 간략하게 보여 줍
니다. 각 주제 영역 점수는 MSA 시험 문제 중 일부를 기초로 합니다. 자녀의 주제 영역 점수를 해당 주제 영역에 대
한 지식을 나타내는 유일한 지표로 삼지 마십시오. 자녀의 MSA 석차 점수는 주제 영역 점수의 평균값이 아닙니다.

MSA 석차 점수는 귀 자녀의 수학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자녀의 현재 학업 상태를 더 정확하게 이
해하려면 수업, 숙제, 프로젝트 과제 및 기타 시험과 퀴즈 성적에 관해 담임 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MSA 수학 주제 영역 점수

자녀의 MSA 석차 점수는 주제 영역 점수의 평균값이 아닙니다. 주제 점수에는 우수함(Proficiency) 등급이 없습니다.

240 650

기하학/도량법

xxx

통계/확률

xxx

수의 개념/계산

xxx

수학 과정

xxx

대수/패턴

xxx

John Doe
출생일: xx/xx/xx   학년: x.
시험일:  xx/2007
xx xxxxxxxxxxxxxxxxxx
xxXX xxxxxxxxxxxxxxxxxx

이 그래프는 귀 자녀가 수학 커리큘럼의 여러 주제 영역에서 
어떠한 성적을 거뒀는지 보여 줍니다. 

각 주제 영역은 소수의 문제로 구성되었으므로, 해당 학생의 
수학 성적을 더 정확하게 보여 주는 지표는 주제 영역 점수보
다는 석차 점수입니다.

귀자녀의 석차 점수는 주제 영역 점수의 평균값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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