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尙令뗄 

KOREAN 

온라인 개인지도 서비스에 관한 통보 및 제외 신청 양식 

FCPS 학생들은 Tutor.com 을 통해 연중무휴 (24/7) 주문형 온라인 개인지도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치원 -12 학년의 대부분 과목에서 필요한 시간 

동안 온라인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도 세션은 주문형 서비스 형식으로 그리고 /또는 학생 및 /또는 

가족에게 편리한 시간으로 일정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도는 일대일 형식 (구두 및 /또는 문자 채팅 )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집중 교육입니다 . 개인지도 

교사들은 읽기 , 수학 또는 기타 특정 과목에서 학생의 강점과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개인지도 서비스는 등교 전 , 학교 시간 중 , 방과 후 및 /또는 주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도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 

● 온라인 (구두 및 /또는 문자 채팅 ) 개인지도 서비스의 학생 참여는 전적으로 선택 사항임 . 
● 학생들은 스쿨러지 (Schoology) 에 있는 링크를 통해 Tutor.com 에 접속함 . 
● Tutor.com 이 고용한 개인지도 교사들은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에 근무하지 않음 . 
● 모든 개인지도 교사는 Tutor.com 에서 실시하는 철저한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연방 및 주 정부 

요건 (FCPS 관행과 일치 )을 충족해야 함 . 
● FCPS 교직원은 학생과 개인지도 교사 간의 온라인 개인지도 세션에 참여하지 않음 . 
● FCPS 는 개인지도 세션 동안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 안전과 보안을 위해 모든 개인지도 세션은 녹화 /녹음되며 , 필요한 경우 학생 , 학부모 및 FCPS 
교직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녹취서가 제공됨 (최대 6 개월). 

추가 정보 및 자주 문의되는 질문들 (FAQ) 에 대한 답변은 온라인 개인지도 서비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fcps.edu/resources/online-tutoring-services. 

제외 신청에 관한 정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스쿨러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Tutor.com 개인지도 서비스에 

자동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학부모/보호자가 이미 학생이 서비스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였음 (추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 학부모/보호자가 제외 신청 요청서를 제출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온라인 개인지도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 SIS ParentVUE (학생 정보 

시스템 학부모 열람 )를 통해 제외 신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SIS ParentVUE 를 통한 제외 신청 요청이 

불가능할 경우 , 이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여 자녀가 이 온라인 개인지도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들은 SIS ParentVUE 를 통해 또는 학교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학생의 제외 상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본인의 자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과 이름 ) (이)가 Tutor.com 개인지도 서비스 
이용에서 제외되기를 요청합니다 . 

학생 번호 :  _________________ 

학부모 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LS-OSS-Online Tutoring Service Notice and Opt-Ou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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