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SAT/NMSQT TESTING NOTICE 

2019 년 6 월 

친애하는 10 학년생과 11 학년생들의 학부모 그리고 /또는 보호자들께 : 

2019 년 10 월 16 일에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와 미국 전역에 있는 10 학년생과 11 학년생들은 예비 대학 수능 
시험/전국 우수 장학금 자격 시험 (PSAT/NMSQT) 을 볼 것입니다 . FCPS 는 10 학년생들과 11 학년생들에게 시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PSAT/NMSQT 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전국 성적 우수 장학금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11 학년생들에게만 주어집니다 ; 그러나, 10 학년생들이 PSAT/NMSQT 를 보는 것은 훌륭한 실전 연습이 될 것입니다 . 

PSAT/NMSQT 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 평가를 준비할 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증진하도록 고안된 표준화 
시험입니다 . 이 시험은 증거기반의 독해 , 작문과 언어 , 그리고 추리력 , 지식, 이해력에 중점을 둔 수학을 측정합니다 . 
이들은 대학 및 직업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기술입니다 . PSAT/NMSQT 는 SAT 와 고급반 (AP: 대학 선행 과목 )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인 컬리지 보드가 출제하고 관리합니다 . 

PSAT/NMSQT 시험 내용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 웹페이지 :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psat-nmsqt-psat-
10/inside-the-test/compare-specifications 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PSAT/NMSQT 의 총 시험 시간은 2 시간 45 분이며 
시험 편의 조치를 받는 장애 학생들은 추가의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학을 하면 , 저희는 PSAT 시험 날짜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와 원할 경우 , PSAT/NMSQT 에 관한 사전 설문 조사를 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방법을 가족들께 
제공할 것입니다 . 

10 학년 때와 11 학년 때에 PSAT/NMSQT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들이 SAT 대학 입학 시험에서의 성공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 PSAT/NMSQT 를 본 모든 학생은 시험 질문에 응답한 답에 근거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개별 시험 점수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 특히 이 피드백은 11 학년에 PSAT/NMSQT 를 다시 보게 되는 10 학년생들과 SAT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은 또한 자신의 PSAT/NMSQT 점수를 근거로 맞춤화된 Khan 
아카데미 (https://www.khanacademy.org/)가 제작한 무료의 온라인 시험 준비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 

504 계획 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에 의해 시험 관련 편의 조치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진 
10 학년생과 11 학년생들은 PSAT/NMSQT 를 위해 필요한 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컬리지 보드 
(대학위원회 ) 마감일 이전에 시험 시의 편의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2019 년 8 월 15 일까지 여러분의 입력서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PSAT/NMSQT 시험을 볼 때 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 이 
통보와 함께 동봉한 추가의 정보와 양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이 시험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학생들은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 
(https://www.collegeboard.org/)를 방문하고 , 시험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 시험 당일에는 아침 식사를 함으로써 
PSAT 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학교에서 실시할 PSAT/NMSQT 시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 저희에게 
________________________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과 여러분자녀에게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 

진실한 마음으로 , 

학교장 
동봉물 

LS-Tests-PSAT-NMSQT Testing Notice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psat-nmsqt-psat-10/inside-the-test/compare-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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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봉물 1: PSAT/NMSQT ACCOMMODATIONS PROCESS 

수신인 : 장애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또는 보호자들 
발신인 : 고등학교 교장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이나 504 계획에 시험을 볼 때 편의 조치를 받는다는 기록이 있는 장애 학생들은 
PSAT/NMSQT 시험을 위해 편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IEP 또는 504 계획에 있는 
시험에 대한 모든 편의 조치를 컬리지 보드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 표준 학습 (SOL) 시험에 대한 편의 조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학생이 PSAT/NMSQT 를 위한 편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 PSAT/NMSQT 시험 편의조치를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정보는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 (https://accommodations.collegeboard.org/eligibility)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이 PSAT/NMSQT 시험을 볼 때 편의 조치를 받으려면 , 컬리지 보드가 학생의 공식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 각 
고등학교는 이러한 요청을 위해 컬리지 보드와 일하도록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SSD) 코디네이터로 직원을 
지명해 두었습니다 . 모든 편의 조치 요청은 8 월에 학교가 컬리지 보드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는 학부모 그리고 
자녀의 동의 없이는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학부모 /보호자들은 2019 년 8 월 15 일까지 학교로 입력서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은 컬리지 보드 시험을 볼 때 사용 가능한 편의 조치에 관한 정보입니다 . PSAT/NMSQT 시험 볼 때 어떤 편의 
조치가 적절할지를 여러분과 자녀가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평가 과목 , 형식, 목적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psat-nmsqt-psat-10/inside-the-test); 
● 전반적인 시험 시간이나 일부 편의 조치 환경에 주는 영향 (동봉물 2 를 참조 ); 그리고 
● 승인받은 편의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일단 승인받으면 , 서면의 거부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 컬리지 보드 
편의 조치는 SAT 와 AP 시험을 포함하여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컬리지 보드 주관 시험에서도 적용되어야 함 ).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편의 조치를 학교가 컬리지 보드에 요청하는것을 원하시면 , 다음 3 개의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1. 편의 조치를 위한 입력서를 작성 (동봉물 2): 
○ 여러분 자녀의 IEP 또는 504 계획에있는 편의 조치 목록 중에 학교가 요청해 주기 원하는 곳에 
동그라미로 표기 ; 

○ 여러분의 입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식의 하단부에 이니셜과 날짜를 기재 ; 
2. 편의 조치 요청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 (동봉물 3): 

○ 학생의 이름 , 학교, 생년월일을 기재 ; 
○ 컬리지 보드에 학생 기록을 공개하게 됨을 승인한다는 서명과 날짜를 자녀와 함께 기재 ; 

3. 2019 년 8 월 15 일까지 고등학교로 두 양식의 원본을 제출 . 

여러분이 제출한 양식을 받은 후 , 교직원은 시험을 볼 때 편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IEP 또는 504 
계획 그리고 학업 기록을 검토할 것이며 각 요청에 대해 컬리지 보드가 요구하는 서류를 수집할 것입니다 . 여러분이 
선택하신 편의 조치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 교직원은 여러분께 연락드릴 것입니다 . 

PSAT/NMSQT 시험 편의 조치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요청 과정에 대해 논의하기 원하시면 , 자녀의 고등학교 , 
_______________________ (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 조치를 위한 입력서와 동의서 (동봉물 2 와 3) 제출은 다음으로 보내시거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ATTN: 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등학교 

____________________, VA __________ 

https://accommodations.collegeboard.org/eligibility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psat-nmsqt-psat-10/inside-the-test


    
 

                 
              

             
                 
           
           

 
                   

            
 

 
        

   
      
       
     
      
     
     

    
    
    
    
     
   

          
       
     
    
    
    
     
       
   
      
      

       
      

    
  

     
     
      

 
   

            
    
     

 

 
                     

                 
        

                   
    

           
                 

                  
     

                    
 

                
        

 
      

               
             

 
       

동봉물 2: PSAT/NMSQT ACCOMMODATIONS INPUT FORM 

아래에 열거된 컬리지 보드 편의 조치는 PSAT/NMSQT 시험을 볼 때적용되며 IEP 또는 504 계획에 기록되어 있는 장애 
학생들에게만, 또는 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제공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편의 조치를 위해 학교가 컬리지 보드에 요청하는 것을 원하시면 , 다음 3 개의 단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 여러분 자녀의 IEP 또는 504 계획에 있는 편의 조치 (들을)를 학교가 요청해주기 원하는 곳에 동그라미로 표기; 
● 여러분의 입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양식의 하단부에 이니셜과 날짜를 기재; 
● 동봉물 3 과 함께 이 양식을 고등학교로 2019 년 8 월 15 일까지 제출. 

컬리지 보드 편의조치는 표준 학습 ( SOL) 시험 편의 조치와 다릅니다 . 시험에 주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 도표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컬리지 보드 웹사이트는 편의 조치 실시 방법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합니다 
(https://accommodations.collegeboard.org/typical-accommodations). 

시간/일정표에 관한 편의 조치 환경에 관한 편의 조치 
시험 시간 조정 : 

■ 필요한 만큼 휴식 시간 제공 

■ 추가의 또는 연장된 휴식 시간 제공 
1■ 50 퍼센트 연장된 시간 

1■ 100 퍼센트 연장된 시간 

■ 시험 시작 시간을 늦춤 
2■ 제한된 시험 시간 

시험 볼 장소를 조정 

■ 집/병원에서 시험을 봄 

■ 선호하는 자리 제공 

■ 휠체어 사용 가능 

■ 1 대 1 로 보는 시험 

■ 소그룹 시험 

시험 자료에 관한 편의 조치 시험 응답에 관한 편의 조치 
시험 자료 그리고 /또는 시험 지시 사항의 조정 : 

■ 수화 통역사 (지시사항만 담당 ) 
■ 읽어주는 (사람) 3 

■ MP3 ( 컴퓨터 오디오 ) 4 

■ 점자/점자 그래프와 도형 

■ 구두 지시사항의 서면 복사본 

■ 큰 활자 (글자 크기 14, 20, 24) 
■ 소리 (청력) 증폭기/FM 시스템 

■ 색깔이 있는 오버레이 (overlay) 사용 
5■ 호환 가능한 보조 공학 

시험 문제에 대해 학생이 응답하는 방법의 조정 : 
■ 4 가지 기능을 가진 계산기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 수학 시험 섹션에 대해 ) 
사용 허용 

■ 답을 기재하는 사람 6 

■ 시험 문제지에 학생이 표기 

■ (일반 답안지보다 ) 커다란 크기로 구성된 답안지 

의학적 편의 조치 
보안된 시험 환경을 위해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된 자료들에 대한 제한을 조절 : 

■ 혈당량 검사를 허용 

■ 음식/의약품을 허용 

각주: 
1 연장된 시간 : 학생들은 승인받은 전 시간 동안 시험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함 . 학생들은 일찍 시험 장소를 떠날 수 없으며 , 학생들이 한 
섹션을 일찍 마쳤다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배당된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시험의 다른 섹션으로 넘어갈 수 없음 . 학생들은 PSAT 
시험일에 일반 학생들처럼 일찍 하교할 수 없을 것임 . 

2 제한된 시험 시간 : 이틀에걸쳐시험이 실시될필요가있을수있음 . 그럴 경우 , 학생들은 PSAT 시험일의 다음 날인 목요일에 갖는 학급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것임 . 

3 읽어주는 (사람): 전체 시험 또는 시험의 일부를 문장 그대로 , 1-대-1 로 읽어주어야 함 . 
4 MP3 ( 컴퓨터 오디오 ): 시험은 100 퍼센트 연장된 시간과 함께 이틀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며 섹션 2 ( 작문과 언어 시험 )를 위한 추가의 

45 분이 더해져야 함 . 학생들은 PSAT 시험일의 다음 날인 목요일에 갖는 학급 수업에 참석하지 못할 것임 . 연장된 시간 실시에 관해서는 
위에 있는 각주 1 을 참조 . 

5 호환 가능한 보조 공학 : 섹션 2 ( 작문과 언어 시험 )는 100 퍼센트 연장된 시간을 요함 . 연장된 시간 실시에 관해서는 위에 있는 각주 1 을 
참조. 

6 답을 기재하는 사람 : 시험은 50 퍼센트의 연장된 시간과 함께 1-대-1 로 실시되어야 함 . 학생들은 성인 답안 작성자에게 구술함 . 연장된 
시간 실시에 관해서는 위에 있는 각주 1 을 참조 . 

선택한 편의 조치에 대한 학부모 /보호자의 확인: 
이니셜을 기재함으로써 나는 PSAT/NMSQT 시험을 볼 때 자녀의 필요와 관련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 조치를 
고려한 후 위에 기재한 편의 조치를 고등학교가 컬리지 보드로 요청할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 

학부모 /보호자 이니셜 : 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 

https://accommodations.collegeboard.org/typical-accommodations


    
 
 
 
 

     
 
 
 

      

  

   

  

   
 
 

     

          
                
                 

                
                  
                 

   
 

 

      

    

       
 

 

    

               
               
        

 

 

    
        

동봉물 3: PSAT/NMSQT ACCOMMODATIONS REQUEST CONSENT FORM 

장애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편의 조치 요청을 위한 동의서 

학생 정보 

학생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의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 그리고 학부모/보호자의 서명 

나는 장애로 인해 컬리지 보드가 주관하는 시험 (SAT, SAT 과목별 시험들 , PSAT 10, PSAT/NMSQT, 그리고/또는 
고급반 (AP) 시험) 을 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편의 조치를 신청하기 원합니다 . 나는 다음 같은 일을 하도록 학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 장애가 있고 시험을 볼 때 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록된 나에 관한 서류 사본을 컬리지 보드로 
공개; 컬리지 보드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편의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자격 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컬리지 보드가 요청한 학교가 보호 관리하는 기타 다른 정보를 공개 ; 그리고 나의 장애와 편의 조치 필요 여부를 컬리지 
보드와 논의 . 나는 또한 컬리지 보드가 나의 기록을 받고 검토하도록 , 그리고 나의 장애와 필요에 대해 교직원 및 기타 
전문인들과 논의하도록 허락합니다 . 

학생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학부모 /보호자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학생이 18 세 미만인 경우 , 학부모/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함 .) 

학교를 위한 지시사항 

이 양식은 편의 조치를 위한 요청서를 전자상으로 (SSD 온라인을 통해 ) 제출할 때 사용되어야 함 . 이 양식은 학생의 
기록과 함께 학교에 보관되어야 하며 컬리지 보드에 보낼 필요가 없음 . 편의 조치를 위한 요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학교에 서명된 동의서가 파일에 있는지 확인받게 될 것임 . 

저작권 컬리지 보드 , 2017 년 11 월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의 허락을 받아 제작되고 번역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