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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 학년도 통과(P)-성적이 없음(NM) 에 관한 설명 및 요청 양식: 고등학교 

학생 번호 학생 이름 : 성 첫 이름 중간 이름 학년 

2020-21 학년도 통과-성적이 없음에 관한 성적 방침 및 절차: 고등학교 
2020-21 학년도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성적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 

● 최종 성적에서 받은 모든 “F” ( 낙제)는 자동적으로 성적이 없음이라는 “NM” 을 받게 될 것이며 학생 /가족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음 . 

● 학점을 얻지 못하는 “NM” 은 다음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 학생의 평점에 계산되지 않을 
것임. 

● 학부모/보호자의 승인과 함께 고등학생들은 이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 상담교사 /학생 서비스부로 제출함으로써 
최대 2 과목까지 통과한 문자 등급 성적 (“A” 부터 “D” 까지) 대신 “P” ( 통과)로 표기되도록 선택하는 기회를 갖게 
됨. 이러한 결정은 번복될 수 없음 . 

● (“A” 부터 “D” 까지의 문자 등급 성적 대신 ) “P ”로 표기되는 성적을 받는 경우 , 학생은 학점을 얻을 것이며 다음 
수준의 과목 수강을 위한 등록이 허용되지만 학생의 평점에는 계산되지 않을 것임 . 

● “P” 는 학년말 최종 성적표에만 표기될 것임 . 최종 성적에서 가중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들에서 “P” 로 받은 성적은 평점에 
추가의 가중점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 . 

● 이렇게 지정한 2 과목들은 규정 2436 에 의해 통과 /낙제 (Pass/Fail) 로 이미 정한 과목들에 추가하여 허용됨 . 
● 이중 등록 과목에서 이러한 변경은 오직 FCPS 성적에만 적용되고 대학교 성적에는 적용되지 않음 . 
● 학생들과 가족들이 통과 -성적이 없음으로 표기되는 성적을 받도록 요청하는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중요한 
고려사항 및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 2020-21 학년도의 통과 -성적이 없음 
선택에 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학부모들이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fcps.edu/academics/grading-and-reporting/secondary/ 

● 이 양식을 인쇄본 또는 이메일로 2021 년 5 월 10 일까지 학교 상담교사 /학생 서비스부로 제출해야 함 . 

나는 다음 과목들에 대해 문자 등급의 통과 성적을 받는 대신 “P” ( 통과)로 표기되는 성적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 

섹션 번호 과목명 학생 이니셜 학부모 이니셜 

(_________ 학생 이니셜 __________ 학부모 이니셜 ) 나는 “P” 로 표기되는 성적은 “A” 부터 “D” 까지의 통과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만 유효하며 

“P” 로 표기된 성적으로 학점을 얻을 수 있으나 평점에는 계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 

(_________ 학생 이니셜 __________ 학부모 이니셜 ) 나는 학년말 최종 성적이 고등학교 성적표에 기재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 

(_________ 학생 이니셜 __________ 학부모 이니셜 ) 나는 이러한 요청을 제출한 후 이러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_________ 학생 이니셜 __________ 학부모 이니셜 ) 나는 “P” 또는 “NM” 으로 받은 성적이 학년말 최종 성적으로 성적표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_________ 학생 이니셜 __________ 학부모 이니셜 ) 나는 NCAA ( 미국 대학 체육 협회 ) 및 고등학교 졸업 후의 교육기관들이 문자 등급 성적 

대신 “P” ( 통과) 성적 사용에 대한 평가 과정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학생의 서명 날짜 학부모/보호자의 서명 날짜 

학교 상담교사 /학생 서비스부 책임자 또는 지명인의 서명 날짜 

SS/SE-359 (04/21) 
이 양식은 학생의 누적 파일에 보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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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cps.edu/academics/grading-and-reporting/second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