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친애하는 FCPS 가족 여러분께,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분은 한 학년 내내 정기적으로 자녀의 교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었던 갑작스러운 휴교는 자녀가 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체계적으로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여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자녀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일상과 기대치를 설정할 것.
• 스크린 시간과 비-스크린 시간 활동의 균형을 유지할 것.
• 학습 시간 사이에 두뇌가 쉴 수 있는 휴식 시간을 갖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할 것.
•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토론하고 질문할 것.
• 조용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
• 자녀의 스트레스에 주의를 기울일 것.
• FCPS 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학습 자원들을 이용할 것.
FCPS 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FCPS 24-7 지속적 학습 (Continuity of
Learning) 모듈 (http://fcps.blackboard.com)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자원들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한의 준비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각
사이트에는 여러 학과목별로 자기-속도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제안들이 포함된 폴더가
있습니다. 사이트의 메뉴 하단에서는 디지털 시민의식, Get2Green (FCPS 의 환경 관리 프로그램),
대학 및 직업 준비 프로그램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 추가 지원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학교 기관의 학습 지도자들은 학생들이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 신체 활동 및
순수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과목을 학습하는 데 하루에 2.5 – 3 시간 정도를 소요하도록
권장합니다. FCPS 24-7 학습에 익숙해지려면 다음 비디오, https://youtu.be/Pzly26oPcUM 를
시청하기 바랍니다.
FCPS 는 또한 FCPS 의 케이블 방송국을 통해 학습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온라인,
www.fcps.edu/tv 에서도 재생됩니다. 다음 2 주 동안 새로운 교육용 비디오가 추가될 것입니다.
Channel 21 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Channel 25 에는 중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Channel
99 에는 고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CPS 24-7 학습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생 정보 시스템 (SIS) 학부모 계정을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이 학부모 계정은 우편으로 발송된 작동 코드 (activation code)를 사용하여 SIS
웹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동 코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학생 정보 시스템 (SIS)과 FCPS 24/7 학습: 학부모 열람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는 동일합니다.
휴교 기간 동안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학습 자료를 위해 도움을 준 Mary 씨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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