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가족을 위한 자원

문의 사항이 있으세요?
뉴욕주 교육부 산하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YSED) 주립학력평가청(Office of State 
Assessment) 연락처:
518-474-5902 

또는 이메일:
EMSCASSESSINFO@nysed.gov

자세한 정보:

NYSED 웹페이지

http://www.p12.nysed.gov/assessment/nysaa/home.html

및

특수교육청(Office of Special Education)을 
방문하세요.
http://www.p12.nysed.gov/specialed/

부모님께 제공되는 성적표:
자녀의 NYSAA 결과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자녀가 
평가받은 각 영역별로 개인 성적표를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학습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간편 가이드 

뉴욕주 대체 평가 
(NYSAA)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89 Washington Avenue
Albany, New York 12234

(518) 474-5902
팩스 (518) 474-1989



뉴욕주 대체 평가(New York State Alternate 
Assessment, NYSAA)란 무엇인가요?

NYSAA는 가장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English language arts, 
ELA), 수학, 과학 영역에서의 대체 성취도 
기준에 따라 학생의 성취를 측정하는 
뉴욕주 시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학습 기준에서 복잡성을 
줄인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가진 학생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지 장애를 가진 
학생”은 행동적 및/또는 신체적 제한과 
함께 인지 능력에 제한이 있으며 유용하고  
의미 있는 사회 참여와 자기 실현을 위해 
학생의 잠재력을 완전히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로 전문화된 교육적, 사회적, 심리적, 
의학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학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누가 NYSAA를 받아야 하나요?
가장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가진 학생만  
NYSAA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수교육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CSE)에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각한 인지 장애를 가진 학생이 NYSAA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고, 의사소통/

언어 사용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적응 행동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학생 및

• 자연스러운 환경(집, 학교, 지역 사회 
및/또는 직장)에서 기술 습득, 적용 
및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 및

• 보조 테크놀로지, 개인 돌봄  
서비스, 건강/의료 서비스 또는  
행동 중재 등의 교육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학생.

NYSAA가 학생의 성취를 측정하는 분야:
영어(ELA), 수학, 과학

ELA와 수학, 과학은 동적 학습 지도(Dynamic  
Learning Maps, DLM) 대체 평가 
시스템을 이용해 평가됩니다. DLM은 
컴퓨터로 진행되는 적응형 평가로, 필수  
요소들(Essential Elements)에 대한 학생의 
지식을 측정합니다. 필수 요소란 학습 
기준의 심도와 범위를 축소한 대체 성취도 
기준입니다. ELA와 수학의 경우 학생들은 
3~8학년까지 매년, 고등학교 졸업 전 한 
번 중등 수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과학의 
경우 학생들은 4학년과 8학년일 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전 한 번 중등 수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점수
NYSAA 점수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NYSAA 점수는 자녀가 해당 학년 
수준의 대체 성취도 기준에 비춰 학습 
발달이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귀하와 자녀의 선생님에게 알려줍니다. 
이 점수는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강점과 필요를 명확하게 

식별합니다. 그리고
• 자녀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 자녀의 기능과 학업적 목표 및 단기 
목적을 알려주는 교육상 우선 순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 다양한 환경에서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식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