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Subject:]  FCPS 의 2020 년도 졸업반 학생들을 위한 전달문 

2020 년 4 월 1 일 

친애하는 12 학년생 – 2020 년도 졸업반 학생들에게 , 

저는 여러분과 버지니아주 전반에 걸친 학교들의 휴교가 2020 년도 졸업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 주지사는 남은 학년도 동안 

버지니아주의 모든 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내렸으며 , 최근에는 6 월 10 일까지 유효한 외출 금지 

(stay at home) 명령을 내렸습니다 .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고등학교 졸업 학년의 마지막 몇 

달을 이렇게 보내게 될 거라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 

우리는 여러분 , 여러분의 가족 및 친구들이 여러분의 학업과 학교생활의 정점을 맞는 졸업과 

관련된 많은 행사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댄스파티 (프롬), 졸업 앨범에 하는 

서명, 소풍, 바비큐행사및 더많은순간들이 12 학년생들에게는 소중한 행사일 것입니다 . 
교육위원회와 저는 건강 위기로 인해 이러한 행사들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느끼는 

실망과 상실감을 공감합니다 . 

주지사의 행정 명령이 수정되지 않는 한 , 현재 예정된 졸업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6 월이 

가까워질 때 어떤 졸업식 선택 사항들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대규모 행사에 대한 요건들을 점검할 것입니다 . 

우리의 모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흥미로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학년말에 여러분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필요하다면 화상으로 진행하는 졸업식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0 년도 졸업반인 모든 12 학년생 여러분들이 학교 휴교 전에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서 성적을 유지하고 통과하였다면 정시에 졸업하게 되리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 교육감은 졸업 요건에 대해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 여기에는 올봄의 

표준학습 (SOL) 시험 및 산업 자격증 시험 결과의 부재가 학생의 예정된 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면제가 포함됩니다 . 4 월 14 일에 원격 교육을 시작할때더 많은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 

현재 필수 과목들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 경우라도 여러분은 올 6 월에 졸업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 여러분의 교사들은 원격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학과목 과업들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 . 또한, 
교사들은 3 분기를 마치는 데 필요한 것과 4 분기 동안의 여러분의 참여가 최종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우리는 또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마친 후 어떤 계획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이러한 전이를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기회를 여러분에게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교사 , 학교 상담교사 및 행정 관리인들에게 

계속 연락하기 바랍니다 . 

LS-DCCO-Dr. Brabrand Message for the FCPS Class of 2020-Korean 



 
             
          
         

 
             
           
             
            

               
           
            

       
 

         
            

             
 

 
  

  

 

4 월 14 일에 원격 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 여러분이 따라야 할 특정 일정에 대한 FCPS 
이메일, FCPS 24-7 학습/블랙보드 및 기타 학교 업데이트를 계속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이 

학년도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여러분의 학업에 계속 참여하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마지막 졸업 학년의 급격한 변화 및 여러분 인생에 지장을 주는 이러한 상황으로 

여러분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 여러분의 감정이 불확실성 , 스트레스 또는 

슬픔으로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 FCPS 의 우리 모두는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수 있는 학업적 및 

사회-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대화할 누군가가 필요하거나 학급 친구나 다른 친구들이 

걱정된다면 , 여러분의 교사 , 학교 상담교사 및 학교의 다른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 
우리는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 

2020 년도 졸업반 학생 여러분 – 여러분의 경험은 중단되었지만 , 고등학생으로서의 여러분의 

마지막 장은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이 마지막 장이 여러분의 목소리와 발자취를 존중하도록 

모든 교사와 직원들은 여러분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 마지막 장을 함께 

작성합시다 . 

진실한 마음으로 , 

교육감, Brabrand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