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International Ombudsman Association (국제
옴부즈맨 협회)의 4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 비밀 보장
• 독립성
• 공평성
• 격식을 차리지 않음

전화: 571-423-4014
이메일: ombudsman@fcps.edu

•
THRIVE

County

SCHOOLS

•
=
JSPIRE

Fairfax

Ombudsman
사무처

웹사이트:
www.fcps.edu/ombudsman
(우리 웹사이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 QR (기계 판독 가능
코드)의 사진을 찍기 바람)

FCPS의 사명

Willow Oaks Administration Center
8270 Willow Oaks Corporate Drive
Fairfax, VA 22031
ombudsman@fcps.edu
571-42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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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cps.edu/ombuds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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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PUBLIC
ENGAGE

모든 학생이 다음을 성취하도록 격려 및 자율권을
받습니다:
• 높은 학업 수준을 충족
• 건강하고 윤리적인 삶을 영위
• 책임감 있고 혁신적인 글로벌 시민

PUBLIC

우리에게 연락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입니다:

ENGAGE

Ombudsman 사무처는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의 사명을 지원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족, 학생, 직원 및
지역사회인들을 위해 일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관한 정보와 사용
방법을 제공,
• 염려 사항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

어떤 문제이든 우리
사무처로 연락하세요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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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명과 가치관

KOREAN

우리 사무처는 국제 옴부즈맨 협회 (IOA)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LS-OFSO-Ombudsman Office Brochure 21-22

우리의 지도 원칙
비밀 보장 - 독립성 - 공평성 - 격식없는 태도로 실행

우리가 하는 일들

OMBUDSMAN이 무엇인가요?
국제 옴부즈맨 협회는 “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말
그대로 ‘대표자/대리인’을 의미함”이라고
명시합니다.
Ombudsman은:
•

학생, 가족, 지역사회인 및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검토하고, 정보 및
추천을 위해 자원들을 제공함

•

공평, 공정, 포용, 일관성을 위한
중립적 옹호자로 일함

•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육성함

FCPS의 Ombudsman 사무처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염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FCPS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불만 사항을
표명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도움을 구하는
학생, 가족, 지역사회인 및 직원들에게
독립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학부모, 학생, 직원 및
지역사회인들에게 비밀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염려 및 불만
사항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
FCPS 프로그램, 규정, 방침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전달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옹호하도록 돕는 아이디어를
공유



장애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에게 특수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우리가 하지 않는 일들


방침이나 규정들을
수정하거나 결정



편을 드는 일



법적 자문을 제공

예들


학교와 가정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학부모와 공유



학부모와 학교 간의 의견 차이 또는
직장에서 직원들 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도록 도움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회의에
학부모 참여를 촉진하는
아이디어를 제공

언제 우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학생의 학습이나 학교/직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FCPS가 일하는 방식이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