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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이름 학생 번호     학년    
 

문서 유형: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504 계획 

 
과목/과정 정보 

학생의 장애에 관한 정보; 표준 학습 (SOL) 시험을 시도한 횟수, 점수, 형식을 포함한 SOL 시험 기록, 학생에게 이전에 
제공했던 대체 평가들을 포함한 모든 관련 자료를 고려하기 바랍니다. 이 서류 작성을 완료한 후 학생의 IEP/504 계획에 
첨부하기 바랍니다. 

 

과목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L 평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격 여부 심사 기준 

1. 예   아니오 
 

     
 

 
2. 예   아니오 

이 학생은 통과하였거나 수정되지 않은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과정에서 현재 통과하는 중에 
있음. 

 
     
  이 학생은 과목/과정에 관련된 SOL 시험에 참여하여 375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음.

     
 

3. 예   아니오 이 학생의 장애는(들은) 이용 가능한 편의 조치 사용과 함께 보는 SOL 시험에서 과목 내용에 대한 
지식의 습득을 보여 줄 수 없을 정도의 독특한 그리고/또는 상당한 도전을 보여줌. 

 
4. 예   아니오 위원회는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는 모든 허용 가능한 시험 편의 조치를 다 시도하였음. 

5. 예   아니오 위원회는 학생의 필요에 부합하는 모든 허용 가능한 학점 편의 조치를 다 시도하였음. 

     

 
정당성 
이 학생이 이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충분한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지/보여주었는지 그러나 SOL 시험에서는 과목 
내용에 대한 지식 습득을 보여줄 수 없음/없었음에 대해 250개 단어 또는 그 이하의 단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교실 활동 그리고/또는 과제, 프로젝트, 퀴즈, 시험, 성과-기반 평가 등을 설명하는 정보를 포함하기 바랍니다. 

 
 
 
 

 
 
 

결과 

관련 자료 검토 및 심사 기준에 관한 진술과 평가 문서를 고려한 후: 
 

이 학생은 지역에서 수여하는 인증 학점 편의 조치를 위한 특별 허가 (SPLAVC-A)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며; 관련 
문서는 검토를 위해 버지니아 교육부 (VDOE)로 보내질 것임. 

 

주어진 문서에 근거하여 이 학생은 지역에서 수여하는 인증 학점 편의 조치를 위한 특별 허가 (SPLAVC-A)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추가 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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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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