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2020-21 학년도 중학생들을 위한 학년말 성적 유연성 

2020-21 학년도 동안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는 중학생들이 현재 수강하는 

과목들의 최종 성적으로 문자 등급 성적 (A, B, C...) 대신 “P ( 통과)” 또는 “No Mark 
(성적이 없음 )” ( 으)로 표기되는 성적을 받도록 지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성적 방침의 변경을 채택하였습니다 . 

여러분의 중학생 자녀의 3 분기 성적표를 검토하실 때 , 자녀의 학년말 최종 성적에 적용될 
성적 유연성을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어떤 과목의 최종 성적으로 “D” 또는 “D+” 를 받게 되는 학생들은 학년말 

최종 성적에 “P” ( 통과)라고 자동적으로 표기될 것임 . 

● 어떤 과목의 최종 성적으로 “F” 를 받게 되는 학생들은 학년말 최종 성적에 

“NM” ( 성적이 없음 )라고 자동적으로 표기될 것임 . 
● 학생들은 어느 과목이든지 학년말 최종 성적에 통과 점수를 받은 것으로 , 즉 

“P” 로 표기되도록 선택할 수 있음 . 
○ 필요한 조치: “A” 부터 “C-” 까지의 문자 등급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 과목 이상 과목 (들)의 최종 성적을 통과 상태로 

표기되도록 지정하기 원한다면 , 이 서신에 있는 통과-성적이 없음 

양식을 자녀 학교의 상담교사 /학생 서비스로 2021 년 5 월 10 일까지 

제출해야 함. 
● 학생들과 가족들은 통과한 문자 등급 성적이나 최종 성적 대신에 “P” 로 

표기되도록 요청하는 선택을 심사숙고하게 고려하도록 권장함 . 고려할 사항 

및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fcps.edu/academics/grading-and-reporting/secondary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점을 얻는 과목들에 대해서도 추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학점을 얻는 과목들은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성적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버지니아주 규정에 따라 FCPS 규정 2408 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점을 얻는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학생의 고등학교 성적표에서 성적을 삭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을 얻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학부모들은 반드시 학생이 과목을 
수강한 후다음학년도의 첫 9 주가 끝나기 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 중학교에서 수강한 
고등학교 과목의 성적 삭제 요청과 더불어 지침 및 절차를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cps.edu/sites/default/files/media/forms/is104.pdf 

LS-ISD-MS Pass No Mark Parent Message with Q3 Report Card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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