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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념하실 사항

메릴랜드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학생들은
지역 교육 시스템의 졸업 요건뿐만 아니라, 주에서 규
정한 모든 교육 과정, 봉사활동, 그리고 시험(HSA) 요
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
교의 상담교사에게 구체적인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문
의하신 다음, 교육 계획을 세우십시오.

2.

4대 핵심
(Foundation) 테스트

HSA 4 분야 과목 - 대수/데이터 분석, 생물,
영어, 그리고 정치 - 은 교과 내용과 각 내용분야에 해
당하는 학습 목표를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는 핵심 학
습 목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HSA 관련 학습과정에
포함된 내용과 HSA 상의 내용들은 학생이 공부를 계
속하면서 누적해 나갈 지식의 가장 기초 수준입니다.

메릴랜드 고등학교 평가
대수/데이터 분석

3.

l

정치

l

생물

l

영어

점수
HSA 4 분야 과목의 합격 점수는 다음과 같
습니다.
대수/데이터 분석: 412
생물: 400
영어: 396
정치: 394

대학 과목 선이수제(AP) 또는 국제 바깔로레아(IB)에
서 주가 인정하는 점수를 획득하는 학생은 관련 과
목에서 HSA를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학생은
해당 분야에 대해 합격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험 점수는 시험에 응시하고 6주 후에 지역 교육 시
스템(LSS)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LSS가 개별 학생들
의 점수를 학교에 전달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점수
를 부모/보호자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HSA 점수를 제 때 전달받지 못하셨다면 학교에 연락
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계획

각 지역의 교육 시스템 상에는 일반적으로
HSA 관련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시기
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 상담교사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학습 계획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옵션들
시험 점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
들이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HSA 4 과목에 모두 합격하기(3번 참조)
• HSA 4 과목 점수를 합한 총점이 1602 이상 받기
(이 총점 옵션제를 통해 HSA 과목 중 한 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다
른 과목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는
• 학업 인증을 위한 브리지 플랜(Bridge Plan for
Academic Validation)을 이용하여, 자격 기준에 부
합하는 학생들이 HSA 분야의 프로젝트를 하나 이
상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브리지 플랜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정보는 HSAexam.org 웹사이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08년 7월

6.

장애 학생들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개별교육프로그
램(IEP)에 나타나 있는 대로 수업 및 시험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HSA 또는 Mod-HSA(고등학교 평가 개정안), 또는 브
리지 플랜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하시면, 자녀의 담임선생님 또는 IEP팀으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Mod-HSA는 IEP를 적용받는 학생들 중 특정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응시할 수 있는 대체 시험입니다.
IEP에 한번 응시했으나 떨어진 경험이 있는 학생은,
학교의 승인이 있는 경우 Mod-HSA에 응시할 수 있
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7.

HSAexam.org의 Resources(자료) 섹션에는 부
모를 위한 온라인 HSA 교육과정과 예제 HSA
시험과 같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10.

기타 HSA 관련 정보

자세한 내용은 HSAexam.org를 방
문해 보시거나 1-877-472-3926으로
전화하여 HSA에 대한 구체적인 질
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오

응시 및 재응시

HSA는 10월, 1월, 5월, 7월/8월에 볼 수 있
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만
이 치를 수 있는 시험은 2009년 4월에 실
시됩니다. 학생들은 합격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또
는 총점 옵션(5번 참조)을 이용할 수 있는 점수를 얻
을 때까지 얼마든지 계속해서 HSA에 응시할 수 있습
니다. 한 번 이상 HSA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
역에서 관리하거나 승인하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8번 참조).

8.

9.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방문하십
를
트
이
사

다음 웹

HSAexam.org
1.877.HSA Exam (1.877.472.3926)
410.333.6442 (TTY)
낸시 S. 그래스믹(Nancy S. Grasmick)
주 교육감
마틴 오 멀리(Martin O’Malley)
주지사

학교의 역할

한 번 이상 HSA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역에서 관리하거나 승인하는 지원을 받
아야 합니다. 각 학교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지원안
마련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는 예제
시험 검토, 개인 교습, 방과후 또는 토요일 학습 등
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제
공할지는 학교가 결정합니다.
HSA에 불합격하여 브리지 플랜을 고려 중인 학생
은, 지역에서 관리하거나 승인하는 지원을 받아서
시험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은 재
시험 준비를 돕는 지원안을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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