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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사항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Middle School Assessment 

DRAFT UNTIL IEP 
IS SIGNED 

(중학교 평가) 
학생이름 학생번호 회의날짜 

버지니아주 평가 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학년을 표기 : 7 8 

어떤 평가에 참여하도록 고려되었나요 ? 표준 학습 (SOL) 버지니아 대안 평가 프로그램 (VAAP) 

표준 학습 (SOL) 참여: 이 학생은 다음 표준 학습 (SOL) 평가에 참여할 것임 : 

학생이 보게 될 모든 시험에 표기 : 

영어: 작문 사회: 공민 및 경제학 영어: 읽기 수학 과학 

버지니아 성장 평가 (VGA) 7 학년 영어 : 읽기 VGA 7학년 수학 VGA 8학년 영어 : 읽기 VGA 8학년 수학 

이 학생은 편의 조치 없이 참여할 것임 

이 학생은 편의 조치와 함께 참여할 것임 

(동봉한 시험을 위한 편의 조치 사항을 참조) 

온라인 편의 조치: 주 평가를 위한 온라인 오디오 편의 조치 사용 시 안내 지침 - SOL 시험을 위한 온라인 오디오 편의 조치는 
평소 교실에서 오디오 카세트 /CD 또는 문자 판독기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일반 교실 수업에서 소리내어 읽어주기 
편의 조치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음 . 학교가 정규 수업 중에 온라인 오디오 편의 조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버지니아 교육부 (VDOE) 는 학생에게 학년 내내 소리내어 읽어주기 편의 조치를 제공하고 SOL 시험 중에는 오디오 편의 
조치를 제공하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하였음 .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 IEP 팀은 교실에서 보는 시험을 위한 편의 조치 코드 
10/14 ( 소리내어 읽어주기 )를 그리고 SOL 시험을 위한 편의 조치 코드 11/15 ( 오디오 또는 온라인 오디오 사용 )를 선택할 수 
있음. 만약 IEP 팀이 온라인 오디오 편의 조치가 더 적절한 편의 조치라고 결정한다면 , 학생은 버지니아 교육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견본 항목을 사용하여 온라인 오디오 편의 조치를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함 . 

IEP 팀은 위에 언급된 버지니아 교육부의 안내 지침에 따라 온라인 SOL 오디오 편의 조치를 고려해야 하나요 ? 
예 아니오 

IEP 팀은 SOL 읽기 시험을 위해 소리내어 읽어주기 /오디오 편의 조치를 고려해야 하나요 ? 
예 아니오 

‘예’일 경우, 소리내어 읽어주기 /오디오 편의 조치 기준 양식을 작성하기 바람. 

IEP 팀은 계산기 편의 조치를 고려해야 하나요 ? 
예 아니오 

‘예’일 경우, 계산기 편의 조치 기준 양식을 작성하기 바람. 

버지니아 대안 평가 프로그램 참여: 이 학생은 버지니아 대안 평가 프로그램 (VAAP) 을 위한 기준을 충족함 . (만약 이 평가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VAAP 기준 양식을 작성해야 함 ). 

이 학생은 VAAP 에 참여할 것임 . 

이 학생은 이전에 VAAP 에 참여하였으며 현 학년 수준의 VAAP를 통과하였음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학업 기록 정보는 학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인이 다른 타인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됨 . 

IEP-312 (1/22) Middle School Assessment 1페이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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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사항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DRAFT UNTIL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S SIGNED 

Middle School Assessment 
(중학교 평가) 

학생이름 학생번호 회의날짜 

재시험 
중학생을 위한 SOL 평가의 재시험은 가능하나 필수는 아님 . 이 학생은 시험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경우 ,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험 편의 조치와 함께 가능한 그리고 필요한 SOL 재시험에 참여할 것임 . 이러한 편의 조치는 현 IEP 
기간 동안 적용됨 . IEP 팀이 편의 조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 추가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 

추가적인 주 그리고/또는 카운티 전역의 평가 
이 학생은 시험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경우 ,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험 편의 조치와 함께 학생의 학년 수준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추가적인 주 또는 카운티 전역의 평가에 참여할 것임 . (동봉한 시험을 위한 편의 조치 사항을 참조 .) 

이 학생은 추가적인 주 그리고 /또는 카운티 전역의 평가에서 면제됨 . (아래의 도표를 작성하기 바람 .) 

이 학생이 보지 않을 주 또는 카운티 전역의 평가들이 있나요 ? 예 아니오 ‘예’일경우 , 이 섹션을 작성하기 바람 

평가 이유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명시 

학부모 (또는 18세 이상의 학생 )는 이러한 결정의 결과에 대해 통보 받았으며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졸업 
요건 및 졸업장 선택에 관한 서면의 정보를 받았음 . 

학부모/학생 (18 세 이상 )은 졸업장 선택 및 졸업 요건에 관한 정보를 받았음 

학부모 (또는 18세 이상의 학생 )가 IEP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졸업 요건 및 
졸업장 선택에 관한 서면의 정보가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보내질 것임 . 

학교장 지명인의 확인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학업 기록 정보는 학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인이 다른 타인 /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됨 . 

IEP-312 (1/22) Middle School Assessment 2페이지 페이지 


	(동봉한 시험을 위한 편의 조치 사항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