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AT/NMSQT 시험일: 10월 14일

시험일: 10월 14일

디지털 수업을 하는 학생의 가족께서는 위의 날짜에 학교에서 실시될 시험에 자녀를 등록하시도록 권합니다.
시험에 관한 정보와 시험 결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록 과정및 빈번한 질문과 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PSAT/NMSQT 시험이란?

제출 마감일은 자녀 학교의 등록 서식을 참고하십시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 10학년 학생들은 SAT

등록이유

대학 입학 고사의 연습 시험으로 PSAT(예비 SAT

자녀의 학교측이 대면 수업이나 디지털 수업에 참여하는

시험)/NMSQT(전국 성적 우수자 장학금 자격 시험)를

학생 모두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시험을 보도록 준비할 수

봅니다. 이 시험에 등록한 학생은 SAT 시험들을 관장하는

있게 시험에 등록 하셔야 합니다. 사전 등록한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를 통해 SAT 공부용 자원도

학생들만이 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9 학년과 11 학년 학생들에게는 $17 을 내고
PSAT/NMSQT 시험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집니다. 이
시험을 보는 쥬니어 학생들의 점수는 National Merit
Scholarship(전국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포함한 장학
프로그램에서의 학생에 대한 적격성 평가에 사용됩니다.
이 시험은 근거에 기초한 읽기(Evidence-Based
Reading), 작문, 수학 영역에서의 기량과 지식에
집중합니다. 시험일에 각 섹션에 할당된 시간은 35-

통학편

70분으로 총 2시간 45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에 등록한 디지털 수업 참여 학생들은 시험일들에

이 시험은 디지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인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것은 아니나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에게는 SAT 연습

버스를 타야할 지 잘 모르시면 자녀의 학교에

시험의 역할을 하고 11학년 학생들에게는 시험 결과가

연락하십시오.

장학금 수혜 대상 평가에 사용되도록 해줍니다.

올 가을 보게 될 대면 시험에 관한 빈번한
시험에 등록 하시려면
10월 14일, 수요일에 있을 PSAT/NMSQT 시험에
자녀가 참여하기 원하시면 자녀 학교의 등록 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21 PSAT-NMSQT Test Flyer – KOREAN

질문과 답은 다음 면을 보십시오.
본 유인물은 2020년 8월 20일자 계획에 따릅니다.
변경이 있을 시 가족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Current Aug. 20, 2020

빈번한 질문과 답 – 대면 시험
시험일에 학교에서는 어떤 안전수칙에

학생들의 증상을 검사합니까?

따르나요?

등교 전이나 등교를 위해 스쿨 버스 정류장을 향해 집을
나서기 전 자녀의 증상을 검사하셔야 합니다. 검사에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 유지는 귀넷 카운티

다음이 포함됩니다:

교육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감염의 확산을 최소화 하기

• 등교전 발열 검사.

위해 학교에서 시행하는 몇 가지 보호 조치를 알려

• 기침, 숨가쁨 같은 순환기 증상 확인.

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들은 등교하지 말고 반드시 집에

•

학생과 교직원은 GCPS 시설과 버스에서 천으로된
얼굴 가리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머물러야 합니다:
•

아플 때(발열, 코막힘이나 콧물, 근육통과 피로감,

(문서화된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는

기침,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호흡곤란, 두통, 인후염,

학생들에게는 편의(Accommodations)를 제공합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오한, 또한 설사).

• 학교에서는 학생들간의 간격을 최대한 둘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리를 배치합니다.
• 교실, 가구,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품들은 자주
소독합니다.
• 적절한 작동과 외부 공기의 적절한 순환을 위해 환기
시스템을 모니터합니다.
• 아침과 오후 운행 후 학교 버스들을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지난 14일 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음.
•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지난 14일내에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자녀가 스쿨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학교가 파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나요?
디지털 수업 참여 학생이 시험을 보고자 스쿨버스로
등.하교 하는 경우, 정규 수업이 파하는 시간까지 학교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날의 시험이 끝나면 학생들은

시험일에 학생은 무엇을 가져와야 하나요?

수업에 계속 참여합니다. 가능하면 개인용 또는 학교에서

• 마스크나 천으로 된 얼굴 가리개. 마스크는 코와 입 둘

대여한 기기를 학교로 가져와야 합니다.

다를 가려야 하며 턱 밑에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또한
얼굴 양 쪽에 잘 맞게 안전하게 착용해야 합니다.

자녀가 시험에 참여할 경우 제가 학교에 내려놓고

마스크를 쓴 후 얼굴 가림막(face shields)을 추가로

픽업해도 되나요? 자녀가 운전해도 되나요?

착용해도 되지만 마스크 대신 착용해서는 안됩니다.

예.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게 가족이 라이드를 주셔도

• 연필. 학생들은 물품이나 준비물을 함께 사용해서는

됩니다. 학생 운전자는 반드시 학교에 비치된 허가

안되며 각 학생은 연필들을 몇 개 깎아서 가져와야

서식에 사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 시험일

합니다.

일정을 문의 하십시오. 시험 일에 시험을 마친 후에는

• 물병. 학교에 있는 동안 물을 마실 수 있으나 자신의
물병을 가져와야 합니다.
• 손세정제. 자주 손을 씻기를 권하며 집에서 손
세정제도 가져오도록 권합니다.

• 디지털 학습용 기기. 시험일에 스쿨버스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은 학교가 파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있으므로 디지털 수업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
개인용 또는 학교에서 대여한 기기를 학교로
가져옵니다.

대면 수업 참여 학생들과 디지털 수업 참여 학생 둘 다
수업으로 복귀함을 기억하십시오. 이동 시간 때문에
자녀가 디지털 수업을 일부 놓칠 수 있습니다. 수업
스케쥴에 관한 문의는 자녀의 교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지 않는 디지털 수업 참여 학생들은
시험일에도 수업이 있습니까?
예. 교사들은 디지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