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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OREAN 

NOTIFICATION OF TESTING AND RETEST PERMISSION FORM 
State Assessments, Grades 3-8 

친애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들께 : 

주 평가는 학생들이 버지니아주의 표준 학습을 반영하는 내용과 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하였는지를 측정하며 주 표준 학습에서의 
성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주 평가의 형식과 시기는 아래 도표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학년별 및 학과목에 따라 
다르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을 및 겨울철에 실시하는 읽기와 수학의 표준화 시험인 버지니아 성장 평가 (VGA). 더 자세한 정보는 버지니아 성장 
평가 (VGA) 웹페이지 (https://www.fcps.edu/node/43932)에서 확인할 수 있음 ; 

• 봄철에 실시하는 읽기 , 수학 및과학의 표준화 시험인 표준 학습 (SOL) 시험. 더 자세한 정보는 표준 학습 (SOL) 평가 
웹페이지 (https://www.fcps.edu/node/35021)에서 확인할 수있음 ; 

• 과학, 작문 및 사회 과목 수업의일부로 완료하는 성과 기반 평가 (PBAs) 를 포함한 지속적인 학교기관의 대안 평가 (LAAs); 
더 자세한 정보는 학교기관의 대안 평가 (LAA) 및 성과 기반 평가 (PBA) 웹페이지 (https://www.fcps.edu/node/45043)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학년 시험 볼 VGA 과목들 
(가을 및 겨울) 

시험 볼 SOL 과목들 
(봄) 

시험 볼 LAA 과목들 
(지속적) 

3 읽기, 수학 읽기, 수학 과학, 사회 

4 읽기, 수학 읽기, 수학 사회 

5 읽기, 수학 과학, 읽기, 수학 작문 

6 읽기, 수학* 읽기, 수학 사회 

7 읽기, 수학* 읽기, 수학 사회 

8 읽기, 수학* 과학, 읽기, 수학 사회, 작문 

* VGA 시험은 대수 1 과 같이 고등학교 학점을 얻는 과목에 등록된 학생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학년별 시험에 관한 웹페이지 (https://www.fcps.edu/student-assessment/grade-level-tests)는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의각 필수 
평가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일정 및 보고 방법에 대한 학년별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교직원은 자녀가 표준화 시험인 VGA 및 
SOL 평가에 참여하도록 계획된 구체적인 날짜들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 이러한 주 평가들에 관한 문의 
사항은 자녀의 교사나 학교의 시험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SOL 재시험을 위한 학부모 /보호자 허가서 

버지니아 교육위원회는 근소한 차이로 봄철 표준 학습 (SOL)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이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학생이 첫 번째 시도한 시험에서 375-399 점의 점수로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 (SOL 시험은 400 점을 통과 점수로 간주함 .) 가을 또는 겨울철 버지니아 성장 평가 (VGA) 시험은 재시험이 제공되지 
않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가 3-8 학년생들에게 재시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보호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자녀가 봄철 SOL 재시험을 통해 
자녀의 지식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시는 분은 이 허가서를 작성하여 자녀 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재시험을 보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결정은 자녀의 학과목 점수나 학업 기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 

지시사항: 작성된 이 허가서를 자녀의 교사 또는 학교 시험 코디네이터에게 늦어도 ________________________ 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8 학년에 재학 중인 각 자녀마다 별도의 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생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CPS 학생 번호 _____________________ 학년 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성명 (정자로 기재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보호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______ 아니오, 자녀가 봄철 SOL 시험에서 375-399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될지라도 재시험 기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본인의 
결정이 자녀의 학과목 점수나 학업 기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 

______ 예, 자녀가 어떤 봄철 SOL 시험에서 375-399 사이의점수를 받게 될 경우 , 자녀에게 SOL 재시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원합니다 . 

______ 예, 자녀가 오직 다음의 봄철 SOL 시험에서 375-399 사이의 점수를 받게 될 경우 , 자녀에게 SOL 재시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원합니다 . 재시험이 승인된 봄철 SOL 시험 과목들 (가능한 SOL 시험 과목들은 위의 도표를 참조 ): 

LS-Tests-SOL and VGA 3 to 8 Notification Retest Permission 

https://www.fcps.edu/node/43932
https://www.fcps.edu/node/35021
https://www.fcps.edu/node/45043
https://www.fcps.edu/student-assessment/grade-level-te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