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 칼리지 평가 시험 준비
신입생은 수학 및 영어 평가 시험에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평가 시험을 통해 수업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시험 응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0으로 시작하는 Mission ID (CCCID 아님): ______________
Mission ID가 없으십니까? MissionCollege.edu에서 등록하십시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간 연장 또는 시설이 필요하십니까?
☐ 네 ☐ 아니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408) 855-5085로 전화해 주시면 장애지원센터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드립니다.
중요 사항: 시험은 365일 동안 2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은 7일 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를 MissionCollege.edu에서 완료하십시오. 학생 서비스를 선택하고 평가 시험 센터를 클릭하십시오.

1.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까? 대체 시험을 클릭하고 응시 면제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수학 시험을 선택하고 검토하십시오. 시험 예제를 클릭하여 수학 시험 레벨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험 예제,
시험지 및 기타 시험 준비물을 검토하십시오.

3.

시험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평가 시험 센터 시험 일정을 클릭하여 응시 가능한 평가 시험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4.

응시하려는 시험에 표시하십시오.

☐ 제2 언어로서의 영어. 2시간 소요. 이 시험은 객관식 문항 및 샘플 작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영어. 2시간 소요. 이 시험은 독해, 문법 및 구문에 관한 세 가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독해. 1시간 소요. 영어 배치 고사에 이미 응시한 경우 이 시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수학. 선택하는 시험(질문지 및 튜토리얼 포함)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 소요. 수학 시험 #1, #2와 #3의 응시
시간은 45분입니다. 시험 #4의 응시 시간은 90분입니다. 수학 시험 1개를 선택하십시오:
☐ 시험 #1은 수학 900(연산 함수), 수학 902(기초 대수학), 수학 903(초급 대수학), 또는 수학 909(통합 통계)로
배치하기 위해 연산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1시간 소요.
☐ 시험 #2는 수학 C(중급 대수학)로 배치하기 위해 대수학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1시간 소요.
☐ 시험 #3는 통계 또는 기초 미적분으로 배치하기 위해 중급 대수학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1시간 소요.
☐ 시험 #4는 기초 미적분 또는 미적분으로 배치하기 위해 기초 미적분 실력을 테스트합니다. 2시간 소요.
총 응시 시간을 합산하십시오: _______ 시간. 마감 전에 모든 시험을 완료하십시오.
시험 준비물:

이 양식(Mission ID 기재)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차비 $3.00(키오스크에서 결제)

본관 E1-101에 있는 평가 시험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질문이 있으십니까? 홍보처(Welcome Center)를 방문하시거나 Assessment.Center@MissionCollege.edu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