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pectations against COVID-19  

to Take the SAT at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or HIS 

 

As of now, the August 27th SAT test administration at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is scheduled to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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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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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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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is.sc.kr/
mailto:suimlim@his.sc.kr


한동글로벌학교 8월 SAT 코로나대응 공지사항 

 

한동글로벌학교는 8/27 (토) SAT 시험을 진행합니다. 코로나와 관련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감독관

과 응시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부득이 시

험을 진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응시자들은 칼리지보드에서 이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

면 한동글로벌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니 개인 이메일과 한동글로벌학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his.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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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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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is.sc.kr/
mailto:suimlim@his.sc.kr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or HIS Test Center  

COVID-19 Safety Statement 

 

 

  True False 

1. In the past 5 days, I have not been overseas. □ □ 

2. I do not have covid-19 or have reason to believe I have covid-

19. Symptoms of covid-19 include cough, fever, chills, muscle 

pain, shortness of breath or difficulty breathing, sore throat, 

new loss of taste or smell. 

□ □ 

3. To my knowledge, I am not violating any travel restrictions or 

quarantining requirements. 
□ □ 

4. I have not taken a fever reducer within 8 hours. □ □ 

5. I agree to wear a mask the entire time I'm at this test center 

and follow instructions from test center staff, otherwise I will 

be dismissed. 

□ □ 

6. I understand that HIS test center has taken measures to help 

create a safe testing environment; however, it isn't possible to 

entirely remove the risk of covid-19 exposure. By entering the 

testing room, I am accepting that risk. 

□ □ 

 

Name Address (City) 

Korean  
 

English  

Registration No. Phone No. Body Temperature 

   

 

 

 

 Signature: 

 



한동글로벌학교 테스트센터 

 COVID-19 안전 서약서 

 

 

  True False 

1. 지난 5일 이내에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습니다.. □ □ 

2. 나는 현재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침, 발열, 오한, 

근육통, 호흡곤란,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어떤 증상도 없습니다. 

□ □ 

3. 이동제한이나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 □ 

4. 지금까지 8시간 이내에 해열제를 복용한 일이 없습니다. □ □ 

5. 시험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스트센터 스태프들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이를 어길 시 퇴실하는 데 동의합니다. 
□ □ 

6. 나는 한동글로벌학교 테스트센터가 안전한 시험 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험

장에 입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이름 주소 (도시) 

한글  
 

영어  

접수번호 전화번호 체온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