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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 Doe의 부모님/보호자께,

특수교육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CSE)에서는 Jane이(가) 뉴욕주 대체 평가(New York
State Alternate Assessment, NYSAA)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어와 수학, 과학은 동적 학
습 지도(DLM 대체 평가)를 이용해 평가합니다. DLM NYSAA는 컴퓨터로 진행되는 적응형 평가로, 필수 요소에
대한 학생의 지식을 측정합니다. 필수 요소는 학습 기준의 심도와 범위를 축소한 대체 성취도 기준입니다.

이 보고서는 뉴욕주의 대체 성취도 기준과 관련해 Jane의 성취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Jane의 결
과를 보여줍니다. 귀하는 수업시간 중의 학업, 기타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 및 그해의 성적표 등을 함께 검토
함으로써 Jane의 성취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Jane의 성취도에 대한 추가 질문들에 대해서는 Jane의 교
사와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이루고 학부모/교사 면담 및 특수교육위원회 미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JANE의 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항

Jane의 교사를 만나 Jane의 고유한 필요에 따라
수업 지도를 특별히 맞춤화하고, 각 성취 레벨과
관련해 특정 지식과 기량, 이해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의해 보십시오.

Jane의 학교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에 대해
특수교육위원회와 상의해 보십시오.

NYSAA에 대한 정보는 http://www.p12.nysed.gov/assessment/nysaa/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뉴욕주 학습 기준 및 Jane의 성공적인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engageny.org/parent-and-family-resources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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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ngageny.org/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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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의
레벨
올해

레벨 3

주 기준을 달성하지 못함

JANE의
레벨

주 기준을 달성함

NYSAA 레벨 4

성취 레벨

대체 성취도 학습 기준을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합니다.

NYSAA 레벨 3

대체 성취도 학습 기준을 달성합니다.

NYSAA 레벨 2

대체 성취도 학습 기준을 부분적으로 달성합니다.

NYSAA 레벨 1

대체 성취도 학습 기준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성취 레벨은 어떤 의미입니까?

Jane이(가) 대체 성취도 학습 기준을 어느 정도로 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교육자들이 필수 요
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취 레벨”로 알려진 4단계의 성취 레벨을 만들었습니다. 성취 레벨은 Jane이(가) 과업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와 해당 과업의 난이도를 함께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개념 영역

개념 영역은 이 내용 영역 내에서 시험이 이루어진 기량의 범주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개념 영역 내에서 시험이 진행된 기
량의 수와 이중 Jane이(가) 완전히 숙달한 기량이 몇 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개념 영역 내의 기량에 대한 더 자세
한 정보는 http://www.p12.nysed.gov/assessment/nysaa/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66%

35개 기량
중 23개

40%

15개 기량
중 6개

본문의 결정적 요소 판단

의사소통을 위해 글쓰기 이용

BEDS: 2
LOCAL ID:

JANE이(가) 완전히 숙달한 기량

73%

30개 기량
중 22개

본문 이해 구축

60%

5개 기량
중 3개

본문의 아이디어와 정보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