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Dr. Brabrand Message for April 13) 

[Subject:] 교육감의 전달문 

친애하는 FCPS 가족 여러분께 ,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지내시기를 희망합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번 봄방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년과 매우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기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 

학생들이 내일부터 시작할 원격 교육은 평소에 받던 대면 수업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원격 교육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아주 큰 변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FCPS 의 우리 
모두는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 방식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의 노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 

원격 교육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FCPS 의 원격 교육 계획 및 성적에 대한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격교육 계획 

내일, 4 월 14 일부터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 블랙보드 콜라보레이트 울트라 (Blackboard Collaborate Ultra: 해당 링크는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할 것임 ). 

• 개별 학생과의 회의를 위한 구글 화상회의 (Google Meet). 

• 주간 학습패킷 . FCPS 의 학습 서비스 부서가 유아원 -8 학년생/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 . 

• 이메일 및전화통화 . 

학생들은 자신의 FCPS 지메일 (Gmail) 계정 (@fcpsschools.net 으로 끝남 )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은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학생들을 위해 화상으로 진행하는 상담 시간 (office 
hours) 도 갖습니다 . 이러한 상담 시간에 관한 정보는 이미 여러분 및 /또는 자녀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리한 시간에 원격 교육 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원격 교육으로 
전환하는 동안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단한 전략들을 제공하는 우리의 새로운 ‘가정에서의 
학습’ 웹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들은 FCPS 블랙보드 (Blackboard) 24-7 학습 (Learning) 에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전달문을 
게시합니다 . 블랙보드 (Blackboard) 와 구글 교실 (Google Classroom) 은 교사가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화상 회의에 참석하고 , 협력하고 , 과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FCPS 가 승인한 
2 개의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 

성적에 관한 지침 

• 3 월 13 일 이전에 학생들이 받았거나 제출했어야 하는 과업 /과제를 완수하도록 3 분기는 
아직 종료하지 않았음 . 학생들은 4 월 24 일까지 아직 제출하지 못한 누락된 과업 /과제를 
완료하여 자신의 3 분기성적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할 수있는 시간이 있음 . 

LS-DCCO-Dr-Brabrand Message-April 13-Korean 

https://www.fcps.edu/academics/distance-learning-plan-complete-information
https://www.fcps.edu/academics/distance-learning-plan-complete-information
https://www.fcps.edu/academics/distance-learning/instruction/learning-at-home
https://www.fcps.edu/academics/distance-learning/instruction/learning-at-home
https://fcps.blackboard.com/webapps/login/?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http:fcpsschools.net


            
   

            
          
            

            
             
            

          
            
       

               
          
       

           
      

             
          

  

 

            
            

           
       

          
           
          

            
 

 

  

 
     

 

 

  

• 버지니아 교육부 (VDOE) 의 권고에 따라 3 월 13 일 이후에 주어진 과업 /과제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 것임 . 

• 학생들은 4 분기 동안 학습 활동들을 할 것이며 교사들은 이러한 과업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임 .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4 분기 성적에는 “성적 기록 없음 (No Mark)” 으로 표기될 것임 . 

FCPS 는 남은 학년도의 학생 학습 평가에 대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것입니다 . FCPS 의 성적 
방침에 따라 , 일년 동안배운 내용의 이해도 또는 “학습의 숙달 ”에 근거하여 4 분기에 제출하는 
과제들은 학생들의 전체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 원격 교육을 통해 
수행한 모든 과업 /학업은 최종 성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됨으로써 학생에게 오직 유리하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적표에는 오직 최종 성적만 표시될 것이며 ; 4 분기의 “성적 기록 없음 (No 
Mark)” 은 학생의 최종 성적표에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원격 교육 기간 동안 테크놀러지 사용 및 과제 제출에 대한 학생들의 제한된 역량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로 인해 초등학생들에게는 4 분기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 초등학생들은 교사가 
주도하는 그리고 독립적인 학습에 참여할 것입니다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 유아원-8 학년생을 
위한 학습 패킷의 배부는 3 월 30 일에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읽고 쓰기 (문해력 ) 및 수학에 관한 
학습 내용은 FCPS 케이블 채널 21 에서도 방영됩니다 . 

이러한 원격 교육 모델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의 사회적 및 정서적 필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에 주저치 마시고 자녀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결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 우리는 현재 보기 드문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 와 같은 전 
세계적인 건강 비상사태에서 학생 , 학부모 또는 교사 (우리의 일부는 여러 역할을 담당 )로 지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FCPS 는 여전히 창의적인 사고 , 돌보고 배려하는 문화 , 사람들과의 연결을 증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학교 건물은 문을 
닫았을지 모르지만 , 우리 모두의 배움에 대한 열정은 더 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저희는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 

Scott Brabrand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