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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pecial Services 
Office of Special Education Instruction 

8270 Willow Oaks Corporate Drive 
Fairfax, Virginia 22031  

2018년 6월 6일  
 
 

친애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 
 
여러분 자녀는 올여름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이 결정한 학년 연장 (ESY) 서비스를 받기 위해 2018년 7월 2일, 
월요일부터 7월 27일, 금요일까지 교실에서 진행하는 ESY 프로그램에 출석하도록 등록되었습니다. 아래 정보는 ESY 
서비스를 위한 여러분 자녀의 현재 등록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ESY 프로그램 시작 전에, 571-
423-419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이후에는 아래 제공된 전화번호로 ESY 서비스 제공 장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SY 서비스 장소 정보  
ESY 서비스 장소:  
ESY 서비스 장소 주소:  
ESY 서비스 장소 전화번호:  
ESY 서비스 행정인:  
수업 시간 일정:  

 
오픈 하우스: 

6월 29일,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자녀가 출석하게 될 ESY 서비스 장소에서 오픈 하우스를 개최할 것입니다. 자녀가 
출석할 ESY 서비스 장소를 둘러보시고 담당 교사를 만날 수 있는 오픈 하우스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자녀의 버스 기사는 여러분께 전화하여 자녀의 버스 시간과 정거장에 관한 내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학생을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이 버스를 탈 때 이름표가 지급될 것입니다. 6월 28일, 목요일, 버스 
기사가 퇴근 전까지 여러분께 연락하지 않으면, ____________________(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요구되는 양식: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양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Registration Forms. 아래에 있는 영문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가 
ESY 서비스를 받는 첫날, 해당 양식을 학급으로 가져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시 연락 정보 양식 (모든 학생에게 해당)  
• 의약품 허가 양식:   

o 현재 자녀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의약품 허가 양식은 ESY 서비스를 위해 아직 유효하며 자녀가 출석하고 
있는 학교에서 ESY 서비스 장소로 이양될 것임. 

o 자녀가 현재 새로운 의약품을 사용한다면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양식을 제출해야 함. 
o 자녀가 출석하고 있는 학교에서 ESY 서비스 장소로 자녀의 의약품을 이양하고 ESY 서비스를 마치면 
학부모는 의약품을 가져가야 할 책임이 있음.   

o ESY 서비스를 마칠 때까지 가져가지 않은 모든 의약품은 폐기될 것임. 
 
학생 개인위생 그리고/또는 의료 처치: 

• 개인위생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ESY 서비스 첫날과 ESY 서비스가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물티슈, 기저귀, 
갈아입을 수 있는 최소 옷 한 벌을 보내주시기 바람. 여러분은 오픈 하우스가 열리는 6월 29일에 직접 이 용품들을 
가져오실 수 있음.  

•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에 기록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의 학부모는 IEP 팀이 교실에서 진행하는 
ESY 서비스를 승인했음을 공중 보건 간호사에게 통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람. 여러분은 자녀의 ESY 출석 
여부를 6월 15일, 금요일까지 자녀가 현재 출석하고 있는 학교의 특수교육 케이스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간호 제공 기관은 ESY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의료 지원을 제공할 적합한 직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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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처치 지원이 필요한 ESY 서비스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는 한 학년 동안 이러한 유형의 지원에 대한 현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기기, 용품 그리고 /또는 의약품을 제공해야 함. 여러분은 오픈 하우스가 열리는 6월 29일과 
ESY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 용품들을 가져오실 수 있음.  

 
학생의 권리와 의무 (유치원-12학년): 

학생의 권리와 의무 (SR&R) 책자는 모든 학생들이 호의적인 학습 환경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하는 학교에서의 
학생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2017-18학년도의 SR&R 현행본이 ESY 서비스 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웹페이지, Student Rights & Responsibilities에서 학생의 권리와 의무 (SR&R) 문서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매일 아침 학생들은 가방에 학생들의 간식과 필요한 식기류를 가져올 수 있음. 중고등학생은 점심을 가져와야 함.  
• 여러분 자녀의 ESY 서비스 등록에 관한 궁금한 점은 자녀의 케이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람.   
• 자녀가 ESY 서비스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571-423-4190으로 전화하시기 바람.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ESY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Extended School Year Service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Ellen Agosta 
평가 및 여름 서비스, 프로그램 담당자 
  
EA/saw 

다음 언어로 번역된 이 서신은 : , , ,  ,  , ,  웹사이트:  Extended School Year 
Service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cps.edu/srr/
http://www.fcps.edu/esy
http://www.fcps.edu/esy
http://www.fcps.edu/esy
http://www.fcps.edu/otherlanguages/more_info/arabic/index.shtml
http://www.fcps.edu/otherlanguages/more_info/chinese/index.shtml
http://www.fcps.edu/otherlanguages/more_info/farsi/index.shtml
http://www.fcps.edu/otherlanguages/more_info/korean/index.shtml
http://www.fcps.edu/otherlanguages/more_info/spanish/index.shtml
http://www.fcps.edu/otherlanguages/more_info/urdu/index.shtml
http://www.fcps.edu/otherlanguages/more_info/vietnamese/index.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