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님께

Fort Lee 고등학교는 10월 12일, 13일, 그리고 14일에 Start Strong Assessment 를, 그리고

10월 26일에는 PSAT를 시행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그 날들에 조정된 시간표를 따라야 합니다.

10월 12일 - 1일차

ELA 평가(The ELA Start Strong Assessment)는 오전 7시 45분부터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에게

실시됩니다. 강의실배정은테스트전에 ELA클래스에서배포합니다.학생들은소음방지를위해

유선 헤드폰을 가지고 올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은 오전

9시 45분에 학교에 등교 하며 강당 입구을 통해들어갑니다.이날,모든학생들은같은스케줄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10월 13일 - 2일차

수학 평가(The Math Start Strong Assessment)는 알지브라 1,지오메트리,알지브라 2세개 과목을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이 치루게 됩니다. 오전 7시 45분에 시작합니다. 교실 배정은 시험 전에

수학 수업에서 통보됩니다.집에서 소음 방지를 위해유선헤드폰을가져와사용할수있습니다.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은 9시 45분까지 강당 입구를 통해 등교합니다. 만약 프리 칼큘러스나

칼큘러스를 수강하는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볼 필요가 없고 오전 9시 45분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같은 스케쥴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FLHS는 수학 시험에 대해 그래프 계산기를 배포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시험 시스템에

내장된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온라인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학생들은 휴대용 그래프 계산기를 가지고 와도 됩니다. Start Start Strong에서는 TI-84 그래핑

계산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다른 계산기들도 허용됩니다. 만약 TI-84 이외의 다른

계산기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시험이 시작되기 적어도 일주일 전에 수학 선생님에 의해

승인되고 라벨이 붙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계산기에 대한 추가 정보는 첨부된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tinyurl.com/sscalc22

10월 14일- 3일째

과학 평가(The Science Start Strong Assessment)는 오전 7시 45분부터 9학년과 12학년 학생들에게

시행됩니다. 강의실 배정은 테스트 전에 ELA 클래스로 배포됩니다.학생들은 소음 방지를 위해

https://tinyurl.com/sscalc22


유선헤드폰을가지고올수있으나필수항목이아닙니다. 10학년과 11학년학생들은 9시 45분에

강당 입구를 통해 등교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같은 스케쥴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Start Strong Assessment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nj.mypearsonsupport.com/resources/educator-resources/startStrong/Fall%202021%20Administr

ation%20Information%20for%20Parents.pdf

10월 26일 - PSAT 테스트

PSAT/NMSQT는 10학년과 11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시행됩니다. 9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은

오전 9시 45분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12학년은 강당으로 등교하며 9학년은 9시 45분에

체육관(Gym)으로 등교합니다. 학생들은 평상시와 같은 지정된 입구를 통해 등교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수업은 오전 11시 30분에 2, 4, 5, 6, 7교시 수업과 함께 진행됩니다. 점심시간은

34분입니다. 학생이 PSAT를 위해 계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계산기를 가져와야 합니다.

승인된 계산기는 아래 나열되어 있습니다. 포트 리 교육 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이 이 시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의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10학년과 11학년학생들은오전

7시 45분까지 배정된 시험교실에입장해야합니다.학생들의시험강의실배정은과제물은영어

선생님들에 의해 통보되며 시험 전에  게시될 것입니다.

11학년 때 학생들은 여러 우수한 장학금과 프로그램을 위해 동시에 경쟁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PSAT/NMSQT는 학생들에게 SAT 시험을 위해 연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첨부된 링크를 검토해야

합니다.

PSAT 계산기 정책- https://tinyurl.com/psatcalc22

PSAT 학생 가이드- https://tinyurl.com/21psatstudentguide

PSAT Practice- https://tinyurl.com/21psatpractice

https://nj.mypearsonsupport.com/resources/educator-resources/startStrong/Fall%202021%20Administration%20Information%20for%20Parents.pdf
https://nj.mypearsonsupport.com/resources/educator-resources/startStrong/Fall%202021%20Administration%20Information%20for%20Parents.pdf
https://tinyurl.com/21psat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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