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ectations against COVID-19  

to Take the SAT at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or HIS 

 

As of now, the May 7th SAT test administration at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is scheduled to proceed 

as planned. Thus, please be advised that you must observe the following for the health and safety of all 

SAT test-takers and staff. However, if the situation changes and the HIS test center clos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tudents will be notified by email from the College Board and updates will be posted 

to the HIS test center website. Please check your email and visit the HIS website (https://his.sc.kr/handong-

international-school) frequently. 

 

Before Test Day 

 If you have not followed the self-quarantine and health guidelines after entering Korea, you will 

not be allowed for admission to the HIS test center on test day.  

 If you have a temperature of 37.5 ℃ or above, have any symptoms of COVID-19, or if you are 

not feeling well, you must stay home. Even if you come to the test center on test day, you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the test room. 

 If not related to the above, refrain from going out or engaging in physical contact with others as 

much as possible, keep social distancing, and adhere to personal hygiene rules thoroughly. 

 

On Test Day 

 If you don’t feel well on test day, please stay at home.  

 If possible, use a private car rather than public transportation to arrive at the test center. 

 Stay at least 3 feet (or 1 meter) apart from others for the duration of testing. 

 Wear a mask or a face covering all day, and prepare an extra one in case of need. 

 Bring filled water bottles for your personal sanitation. 

 No snacks or food other than water or drinks are allowed when entering the HIS test center. 

 Please remember to take your admission ticket and photo ID [a valid passport, a valid Korean-

government-issued national ID, or a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Common Access Card 

(CAC)]. School ID is not allowed in Korea. 

 Approved by the Test Administration Service of College Board, test rooms will be separated for 

HIS students and students from outside for safety.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054-260-1747 or email at suimlim@his.sc.kr

https://his.sc.kr/handong-international-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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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글로벌학교 5월 SAT 코로나대응 공지사항 

 

한동글로벌학교는 5/7 (토) SAT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

로 감독관과 응시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 시험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응시자들은 칼리지보드에서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변동사항

이 발생하면 한동글로벌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니 개인 이메일과 한동글로벌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his.sc.kr/handong-international-school). 

시험 전 유의사항 

 시험 전 해외 입국 후 자가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응시자는 SAT에 접수했더라도 한동글로

벌학교 테스트센터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체온이 37.5 ℃ 이상이거나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시험 당

일 테스트센터에 오더라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테스트센터에 오지 말고 집에 머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입실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 두리를 유지하며 개인위생을 철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당일 유의사항 

 시험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테스트센터에 오지 말고 집에서 쉬기를 권합니다. 

 테스트센터에 오실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가능하면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내내 다른 사람들과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한 장 더 

준비해주십시오. 

 개인 위생을 위해 개인 물병을 준비해주십시오. 

 한동글로벌학교 테스트센터에서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스낵 등 식품 반입을 허용하지 않으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Admission Ticket과 함께 신분증(만료되지 않은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미국 국방부 CAC카드)

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학생증은 허용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리지보드 Test Administration Service의 허가에 따라 안전을 위해 시험장은 교내·외 학생들을 분

리하여 운영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054-260-1747이나 suimlim@his.sc.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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