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친애하는 FCPS 공동체 여러분께 , 

우리는 교사가 주도하는 화상 수업을 두 번째로 시도하였으나 계속하여 블랙보드 학습 (Blackboard 
Learn) 24-7 에 접속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불만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 학생들과 교사들이 화상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는 화상으로 진행하는 대면 수업을 위한 도구로 블랙보드 

학습 24-7 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교사들과 학생들은 계속 블랙보드 학습 24-7 에 
접속하여 학습 자원과 지원을 이용할 것입니다 . 

교육위원회의 지원과 지시에 따라 , 저는 189,000 명의 학생들을 위한 원격 교육 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먼저, 저는 원격 교육의 시작에 대한 포괄적인 외부의 검토를 착수할 것입니다 . 우리는 정보 기술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 회사인 Hunton Andrews Kurth LLP 와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우리는 원격 교육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그들의 보고서를 
앞으로 몇주 안에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 

두 번째로 , 저는 3 명의 공동 의장을 포함한 교육감의 기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 3 명의 

공동 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북버지니아 기술 위원회의 회장 및 최고 경영자 (CEO) 인 Bobbie 
Kilberg; Amazon 웹 서비스의 글로벌 교육 담당 책임자인 Andrew Ko; General Dynamics IT 사장인 
Amy Gilliland. 

이 자문 위원회는 먼저 현재의 원격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K-12 환경에서 원격 교육을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 자문 위원회는기술 구조 및기반시설의 
모범 사례에 대해 저에게 조언을 하고 , 온라인 학습 기회를 향상시킬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검토하며,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최첨단 교육 기술을 권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날 것입니다 . 
자문 위원회는 또한 K-12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성공적인 경험 사례도 조사할 
것입니다. FCPS 가 학생과 교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가능하고 , 효율적이며 , 안전하게 연결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일할 때 저는 자문 위원회의 도움을 구합니다 . 우리 공동 
의장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훌륭한 교사들 , 학교 기반 테크놀러지 전문가들 , 기타 지원직 직원들은 구글 교실 (Google 
Classroom), 사전에 녹화한 비디오 영상 , 학습 패킷 , 전자책 및 기타 승인된 디지털 자원과 더불어 
채널 21, 25, 99 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도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학습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편지를 보내거나 , 소리내어 책 읽기를 녹음하거나 , 학생들의 집으로 전화를 함으로써 매우 열심히 
일해 왔으며 , 이러한 학생과의 교류는 계속될 것입니다 . 

우리는 또한 학교가 블랙보드 학습 24/7 시스템에서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시작할 때 학생들에게 
화상으로 진행하는 “대면” 수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학교는 안전한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 울트라 

(Blackboard Collaborate Ultra) 링크나 다른 대체 수단을 통해 화상 수업을 제공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 
교사들은 화상 수업 기회 및 화상 수업으로 사용할 플랫폼에 대해 앞으로 며칠 동안 학생들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에 관한 계획을 학교가 전달할 때까지 교사들은 화상으로 

진행하는 대면 수업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대신에 교사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른 학습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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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으로 진행하는 원격 교육의 시작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 저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장시간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을 제공한 우리 교사들과 
지원직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진실한 마음으로 , 

Scott Brabrand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