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ncy S. Grasmick 
주 교육감  

 
       James H. DeGraffenreidt, Jr. 

                    메릴랜드 주 교육 위원회장   
                                                                                                                                                                     

Martin O’Malley 
                                       메릴랜드 주 주지사 

                                                                                                                                                                                                   

                                                                       
                                                                                                                                                           
                                                                        
                                                                        
 
                                                                          

                                                                                                                    
                                                                                                                        
 
 
 

이 문서는 메릴랜드 주 개선 보조금(Maryland State Improvement 

Grant)(보조금 번호 H373X070019)에 근거한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에서 개발 및 제작하였습니다. 이 문서에 표현된 

관점은 미국 교육부 또는 기타 연방 기관의 관점과 다를 수 

있으며 반드시 반영될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에서는 미 교육부 산하 특수 교육 및 재활 서비스청, 

특수 교육 프로그램 사무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이 

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없습니다. 이 문서에 대한 복사 및 

공유를 적극 권장합니다. 복사 및 공유 시 메릴랜드 주 교육부 

특수 교육/조기 개입 서비스과가 출처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Division of Special Education/Early Intervention Services 
Baltimore, Maryland 21201- 2595 
 

(410) 767-0249 (전화) 
(410) 333-6442 (TTY/TTD) 
(410) 333-8165 (팩스) 
 

©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8 

01/09

 

 

여러분 자녀의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평가 준비에 있어서 자녀/자녀의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의 담당 교사를 자주 방문하여 학생의 학업 

현황에 대한 면담 시간을 가지십시오. 평가 준비와 

자녀의 교과목 이해도 향상을 위해 부모님 및 자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문의하십시오.  교사 

및 부모/보호자는 학생이 수업 중에 그리고 평가 참가 

시 IEP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절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보호자 및 교사가 협력할 

때 학생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Mod-HSA 시험 연습 샘플본은 웹사이트 

www.mdk12.org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Mod-HSA 시험 결과 발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Mod-HSA 성적표와 가정용 성적표 배부는 일반 HSA 

성적 발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교, 

지역 및 주 학교 시스템에 대한 성취도 정보는 연간 

"학교 성적표(School Report Card)"에서 보실 수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 

www.mdreportcard.org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od-HSA 
 

고등학교 실력 
평가(수정본)(Mod-

H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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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HSA 란 무엇입니까? 

Mod-HSA란 과정별 핵심 학습 목표 및 수정된 학습 성취도 

표준에 기반하여, 특수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정 참가 요건을 

갖춘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대안적 평가 방법입니다. 

대수학/데이터 분석, 영어, 생물학, 행정학에 대한 과정 말 

평가는 메릴랜드 주 졸업 시험 요건에 기반합니다(2005년 가을 

이후 먼저 9학년이 된 학생은 HSA 시험에 통과해야 함). Mod-

HSA가 다루는 범위는 일반 고등학교 평가(HSA)와 

동일합니다('메릴랜드 핵심 학습 목표 및 평가 한도'에 명시). 

Mod-HSA 가 개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 낙오 방지법(NCLB)에 따라 주에서는 수정된 평가(Mod-

HSA)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유형은 교육 및 

평가 시 과정별 학과목 표준에 부합하는 수정된 학습 성취도 

표준을 필요로 하고 이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내용을 배우나, 

주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정된 학습 성취도 표준을 필요로 합니다. 

수정된 학습 성취도 표준이란 무엇입니까?  

수정된 학습 성취도 표준은 해당 주의 일반 평가 방법(HSA)과 

동일한 학과목 표준(주 자발 커리큘럼 및 평가 한도(Voluntary 

State Curriculum and Assessment Limits)에 명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od-HSA 는 학생들에게 과정별 학과목 

표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형식에 있어서 일반 

HSA와 차별되며, 이 형식은 학생의 특정한 학습 특성에 맞춘 

수험 방식의 다양성을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 

문항에서 읽기 항목을 더 적고 짧게 하고 문제도 더 짧고 

단순하게 제시하며, 선택지 수도 줄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Mod-HSA 가 다루는 범위는 HSA 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 자발 커리큘럼에 대한 상세 내용은 

www.mdk12.org를 참조하십시오 

고등학교 실력 평가(수정본)(Mod-HSA)에 대한 학부모 지침서 

Mod-HSA 가 과정별 학과목 표준에 기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Mod-HSA 는 본 평가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과정별 

학과목에서의 교육을 받아 해당 과정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과정별 학과목 표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Mod-HSA 에 참가할 수 있는 장애 학생의 선별 기준은 
무엇입니까? 

Mod-HSA 참가 자격이 있는 학생은, IEP 상의 개별 평가 

정보와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정보를 바탕으로 판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학생은 대수학, 영어, 생물, 행정학에 대한 

메릴랜드 주 핵심 학습 목표에서의 학생의 교육에 부합하는 

과정별 학과목 표준 및 수정된 학습 성취도 표준을 이용한 

교육 및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됩니다.   

학생을 Mod-HSA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모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 교육법(IDEA)과 아동 낙오 방지법(NCLB)에서는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도 주 및 지역 평가에 참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EP 팀의 팀원으로써의 부모/보호자는 

다른 팀원들과 협력하여 해당 자녀가 어떠한 평가에 

참가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메릴랜드 주에서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들이 참가하게 될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수학/데이터 분석, 영어, 생물학, 행정학 과목의 

고등학교 실력 평가(HSA)(필요 시 편의 제공과 동반) 

 대수학/데이터 분석, 영어, 생물학, 행정학의 고등학교 

실력 평가(수정본)(Mod-HSA)(편의 제공 동반) 

해당 학생의 IEP 팀의 결정에 따라 위에 열거된 평가에 

참가할 수 없는 학생은 다음 평가에 참가하게 됩니다.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는 10학년은 대체 메릴랜드 학교 

실력 평가(Alt-MSA)의 읽기, 수학 및 과학. 
 

Mod-HSA 에서 평가하는 학습 영역은 무엇입니까?  

Mod-HSA 응시 학생들은 대수학/데이터 분석, 영어, 

생물학, 행정학의 학과목 영역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Mod-HSA 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해, 해당 평가는 과정별 

교과목 표준과 수정된 학습 성취도 표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들은 학생이 등록한 교육 과정에 

대한 메릴랜드 주 핵심 학습 목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학습 성취도 표준만이 수정된 것이며 이러한 수정된 학업 

성취도 표준이 기반하고 있는 학과목 표준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Mod-HSA 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od-HSA 에서 한 과목 

그리고 일반 평가(HSA)에서 다른 과목을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Mod-HSA 에서 생물학과 읽기, HSA 에서 

대수학/데이터 분석 및 행정학에 응시).  

 

평가 준비에 있어서 자녀/자녀의 교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의 담당 교사를 자주 방문하여 학생의 학업 현황에 대한 

면담 시간을 가지십시오. 평가 준비를 위해 부모님 및 자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문의하십시오. 부모/보호자 

및 교사가 협력할 때 학생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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