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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ENGAGE • INSPIRE • THRIVE 

KOREAN 

고급 학업 프로그램 풀 -타임 서비스 

4 단계 항소양식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항소 위원회는 가장 최근의 심사 기간에 대한 항소만 검토할 것입니다 . 항소 마감일에 관한 정보는 여러분이 받은 
부적격 통보 서신에 있습니다 . 

항소를 위한 패킷에는 반드시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항소 위원회는 새로운 정보와 더불어 처음에 제출된 
심사 파일을 검토할 것입니다 . 처음에 제출된 심사 파일에 있었던 자료들을 재복사하거나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현재 FCPS 학생의 학부모 / 보호자들은 처음 제출되었던 심사 파일의 자료들에 대한 사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파일에 
있는 자료들에 대한 사본을 얻기 원하시면 , 자녀 학교의 고급 학업 지원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 관한 새로운 자료는 9” x 12” 크기의 ( 마닐라 ) 봉투에 넣어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공책 , 디바이더 , 구멍이 있는 
바인더 , 스프링이 달린 공책 , 주머니가 있는 폴더 또는 디지털 자료들은 제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들은 
반환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본들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 패킷에 어떤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다음에 열거된 항목들 가운데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_____ 항소 위원회에 보내는 소개서 

_____ 선택적 학부모 / 보호자 질문지 ( 처음체출된심사 파일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 질문지는 
https://www.fcps.edu/node/38893 에서 얻을 수 있음 . 

_____ 학생 작업 견본 (8½” x 11” 용지의 한 면에만 기록된 것으로 5 장을 넘지 않아야 함 ). 학생의 작업 견본에는 미술 
작품 , 학생이 창작한 글및 기타학생의 프로젝트가포함될 수있음 . 학생의 작업은 일반 글쓰기 용지나 복사 
용지에한것이어야 함 . 

_____ 새로운 시험 결과 . George Mason 대학은 인지 평가 프로그램 (703-993-4200) 을 통해 시험 / 검사를 제공함 . 
시험 / 검사는 주 자격증을 가진 개인 심리학자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음 . 심리학자가 소지한 자격증 사본도 
시험 결과와 함께 동봉해야 함 . 새로운 시험 결과를 제출할 경우 , 아래에 있는 해당 시험 옆에 점수를 기재하기 
바람 . 

• WISC V, CAS, Stanford Binet, Kaufman ______ 
• CogAT 인지 능력 검사 : 언어 ______ 비언어 ______ 수리 ______ 종합점수 ______ 
• Naglieri 비언어 능력 시험 ______ 

학부모 / 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 

서명하신 이 양식과 새로운 자료들을 봉투에 넣어 발표된 마감일까지 우표 소인이 찍히도록 하여 다음 주소로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 항소 위원회는 확인된 시험 일정에 따라 결과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 

FCPS, Advanced Academic Programs 
8270 Willow Oaks Corporate Drive 

Fairfax, VA 22031 
LS-AAP-Appeal Form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AAPParentGuardianQuestionnaire_3.pdf
https://www.fcps.edu/node/3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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