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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학업 기록 정보는 학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인이 다른 타인/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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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사항: 일반 졸업장을 위한 학점 편의조치는 학생이 8학년을 마친 후 언제든지 적절한 경우에 학생과 함께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 팀이 결정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학업 기록과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검토한 후 학점 
편의조치를 선택하기 위해 학부모 그리고/또는 보호자 및 학생 (적합한 경우)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섹션 I: 자격 여부에 관한 질문 및 보충 서류 

일반 졸업장을 위한 학점 편의조치를 받기 위해 학생의 IEP 팀은 이 문서에 요약된 세 가지 심사 기준에 대한 응답과 아래에 
제공된 정보를 검토하여 학생의 자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의 응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응답하였거나 보충 서류의 미제출은 이 양식의 섹션 1에 열거된 학점 편의조치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 아니오 1. 이 학생은 학년 수준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지요? 그러나 학생의 장애로 인해 학년 수준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진전 및 성과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지요? 

•  학생의 장애에 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 
 
 
 
 
 
 

• 학생의 학급 수행능력에 미치는 장애의 영향을 설명: 
 
 
 
 
 
 
 
예 아니오 2. 이 학생은 학년 수준의 표준학습 (SOLs)에 도달하고 학습 진전을 위해 상당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나요?                                   

• 학년 수준의 SOL 교육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되는 개별화된 지원, 전문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중재를 설명: 

 
 
 
 
 
 

• 학생이 개별화된 지원 그리고/또는 전문 프로그램 그리고/또는 중재를 이용한 시간 및 
지원의 영향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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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3. 과거 수행능력에 대한 여러 객관적인 측정에 근거하여 이 학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요구되는 일반 
학점 및 인증 학점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 학생이 학년 수준 또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진도로 향상해 가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평가 및 학생의 수행 능력를 열거: 

 
 
 
 

• 학년 수준의 SOL 과목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학생에게 제공되었던 학습 보충에 대해 설명: 
 
 
 
 
 

• 학생이 학습 보충을 이용한 시간 및 학생의 진전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 
 
 
 
 
 

 

섹션 II: 정당성 진술: 
IEP 팀은 학생이 학점 편의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IEP 팀이 결정한 이유를 요약한 정당성 진술 또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당성은 특정 범주의 분류 (장애, 성별,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지위, 빈번한 또는 장기간 결석, 학생이 시험에서 
낙제할 것이라는 믿음, 진급이나 졸업을 위해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고 여김 또는 학생의 행동)를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섹션 III: 고려된 학점 편의조치: (해당하는 모든 곳에 표기)                      

학점 편의조치는 차후에 결정할 것임 

영어 읽기의 인증 학점을 위해 수정된 버지니아 성취 표준시험 (VMAST) 사용 (18-19학년도 이후 사용 불가)                     

지역에서 수여하는 수학 과목 인증 학점 

지역에서 수여하는 영어 과목 인증 학점 

수학 과목의 졸업 요건으로 대수 1의 파트 1 사용                                

수학 과목의 졸업 요건으로 기하 1의 파트 1 사용                            

과학 과목의 졸업 요건으로 생물 1의 파트 1 사용 

경제학 및 개인 재정관리 과목의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강화된 개인 및 재정 수학 과목을 사용                            

FCPS의 세 번째 과학 과목의 졸업 요건 면제 

FCPS의 두 번째 세계사 과목의 졸업 요건 면제 

지역에서 수여하는 인증 학점 편의조치를 위한 특별 허가 (SPLAVC-A)를 고려. SS/SE-348 양식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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