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OTIFICATION OF TESTING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Screener
친애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들께: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는 모든 학생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및 정서적 학습 (SEL)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기술 및 경험을 검토하는 이 검사를
승인하였습니다. FCPS 직원들은 이 검사를 통해 유치원-12 학년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및
향상되어야 할 영역을 식별할 것입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정보 및 직원들이 학생들의
필요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SEL 기술에는 자기 인식,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이 포함됩니다 . 이
검사는 이러한 기술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관계, 소속감, 학교 환경에 대한 그들의 감정 및 기분도
검토할 것입니다 . 이러한 기술들은 긍정적인 학업적, 사회적 및 정서적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유치원-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겨울과 봄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이 학년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관찰한 후 설문조사를 완수할 것입니다. 3- 1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가을 , 겨울 및 봄에 검사를 받게 될 것이며 이 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성찰하고 이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검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합법적
교육 흥미를 가지고 있는 교사, 학교 행정인 및 직원들만이 사용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파일 및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될 것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와 함께 SEL 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정신 건강의 실행을 지원하도록 사용될 것이며
또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확인된 학생들을 위해 직원이 중재를 계획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학생의 검사
결과에 관한 개별화된 보고서는 각 평가 기간 후에 학부모들과 보호자들에게 전송될 것입니다 .
교직원들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가족들과 계획하는 지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는 각 학급별로 구체적 시험 날짜를 정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가 SEL 검사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에 있는 제외 요청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FCPS 에서 실시하는 SEL 검사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는 SEL 검사 웹페이지
(https://www.fcps.edu/node/4389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EL 검사에 관한 질문은 자녀 학교의
상담교사 또는 시험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사회적 정서적 학습 (SEL)에 대한 검사-제외 요청 양식
SEL 검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자녀를 제외시키기 원하는 분들은 이 양식을 작성하여 자녀의 교사에게
_____________________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여러분의 자녀가 올 학년도의 SEL 검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분들은 이 양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자녀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부모 /보호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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