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교육감의 전달문 

친애하는 가족 및 직원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기를 희망합니다 . 지금 우리 국가 , 주, 
지역사회는 보기 드문 기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보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시도록 권장합니다 . FCPS 직원 및 가족 - 우리 모두는 책임감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기를 
원하며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19 가 가족과 학생에게 주는 불안감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우리는 또한 
우리 가족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학습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 
교사들 역시 학생들을 염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지원하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몇 주간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초에 원격 교육 계획 및 기타 교육 업데이트에 관한 추가 정보를 여러분께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FCPS 학교들이 4 월 14 일에 예정대로 수업을 재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계획은 
그때부터 바로 온라인이나 학습 패킷으로 원격 교육을 시작하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다음 2 주 동안 우리는 교사들을 위한 원격 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작할 것이며 
교사들은 원격 교육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학생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음 주부터 가정에서 인터넷 및 노트북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약속 
시간을 통해 노트북과 MiFi ( 휴대용 와이파이 )를 배부하기 위해 각 학교들과 일할 것입니다 . 또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중요 물품들도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제공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운영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모든 학교는 최소 3 월 27 일까지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휴교합니다 . 현재 학교 기관은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없기에, 버지니아 교육부가 제공한 지침에 따라 휴교 기간 동안 제공되는 학습 과제를 학생들이 
반드시 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점수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학습의 연속성 (Continuity of Learning) 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들을 계속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어느 누구나 FCPS 24-7 에 접속하면 초등학생 , 중학생, 고등학생을 위한 자원들에 링크가
연결된 학습의 연속성 (Continuity of Learning) 모듈을 확인할수 있음 .

• 학습의 연속성에 관한 자원들은 교육용 비디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함께 이 링크에서확인할 수 있음 .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 음식 배부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 우리는 일부 지역에서 버스로 배달하는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식사 
배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위해 매일 우리 웹사이트를 계속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염려 사항을 듣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저는 코로나 비상사태 동안의 
FCPS 운영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내일 , 3 월 20 일, 오후 3 시부터 시작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채팅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fcpsva 

LS-DCCO-Dr. Brabrand Message March 19 

https://www.fcps.edu/tv/live
https://www.fcps.edu/news/coronavirus-update-academics-distance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pLQ2-HidiUEsNHFqihUecA%7E%7E/AAAAAQA%7E/RgRgVAs4P0Q7aHR0cHM6Ly93d3cuZmNwcy5lZHUvbmV3cy9jb3JvbmF2aXJ1cy11cGRhdGUtZm9vZC1yZXNvdXJjZXNXB3NjaG9vbG1CCgAAuNdyXh8xBRhSEGpqdG9ycmVAZmNwcy5lZHVYBAAAAAE%7E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pLQ2-HidiUEsNHFqihUecA%7E%7E/AAAAAQA%7E/RgRgVAs4P0Q7aHR0cHM6Ly93d3cuZmNwcy5lZHUvbmV3cy9jb3JvbmF2aXJ1cy11cGRhdGUtZm9vZC1yZXNvdXJjZXNXB3NjaG9vbG1CCgAAuNdyXh8xBRhSEGpqdG9ycmVAZmNwcy5lZHVYBAAAAAE%7E
https://www.facebook.com/fcpsva


 
           

    
             

 
              

 
  

 
   

 
 
 
 
 
 
 
 

FCPS 웹사이트 및 Fairfax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코로나 19 에 관한 정보를 계속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www.fcps.edu https://www.fairfaxcounty.gov/covid19/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며 다음 주 초에 전달할 저의 다음 메시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 마음으로 , 
Scott Brabrand, 교육감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http://www.fcps.edu/
https://www.fairfaxcounty.gov/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