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학생의 MCAS 참여를 위한 의사결정 툴 

아래의 의사 결정 도표는 IEP 팀과 504 계획 조정관이 학생의 적절한 MCAS 참여에 관한 연례 의사 결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대상의 다음 각 컨텐츠 영역에 관해 매년 별도의 의사 결정을 내립니다: ELA, 수학 및 

과학 기술/엔지니어링. 

학생은 편의 제공과 함께 또는 
제공없이 표준화된 컴퓨터 이용 
시험 또는 지면 시험으로 지식 및 

기술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연할 수 있습니까? 

위의 모든 기준이 충족되면, 

학생은 컨텐츠 영역에서 

MCAS-Alt를 고려해야 

합니다3 

• 학생은 심각한 인지 장애가 있습니까? 그리고

• 크게 학년 수준 기대치 이하로 변경되었던 학업 표준에 기초해
학업을 진행 중입니까? 그리고

•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시연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개인화된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 편의를 제공 받으면서도 표준화된 테스트에 기초한 기술 지식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연할 수 없습니까?

1 "복잡하고 심각한 장애"에 대한 설명과 예시는 교육자 설명서 6쪽에 나와 있습니다.
2 "학년 수준" 및 "역량" 포트폴리오의 세부 사항 및 제출 요건이 궁금하시다면 MCAS 학년 수준 및 역량 포트폴리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고등학교에서 MCAS-Alt를 치르는 학생은 평가된 과목에서 역량 결정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은 편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도 표준 MCAS 테스트로 지식과 기술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시연할 수 없게 만드는 복잡하고 심각한 장애1가 

있습니까? 

(예컨대, 심각한 정서적, 행동적, 건강 관련, 신경적, 운동 또는 소통의 장애) 

그리고 

학생은 학년 수준 기대치에 또는 근사치에서 학업을 진행 중입니다 

학생은 IEP 또는 504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예 

학생은 편의 제공과 함께 또는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로 또는 지면으로 된 MCAS 테스트를 

치러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년 수준" 

또는 "역량" 포트폴리오 여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적절한 접근성 기능과 편의 

제공과 함께 컨텐츠 영역에서 

컴퓨터로 또는 지면으로 된 MCAS 
테스트를 치러야 합니다 

학생은 시험 편의 또는 MCAS-Alt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학생은 필요 시 보편화된 접근성 기능을 이용한 

표준 MCAS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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