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FCPS 데이터 용어 해설 
2022 년 12 월 6일 개정 

페이지 데이터 지표 

11-13 유치원 준비 -버지니아 유치원 준비 프로그램 (VKRP) 의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 

측정: 음운 인식 문해력 검사 (PALS) 

● PALS 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개발한 조기 문해력 평가로서 , 버지니아 유치원 준비 프로그램 
(VKRP) 평가의 일부로 사용됨 . 

● 유치원 가을에 운율 , 첫 음 소리 , 알파벳 인식 , 글자가 내는 소리 및 철자와 같은 조기 문해력 기술과 
관련하여 각 학생의 유치원 준비 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됨 . 

● 보고된 측정 지표는 가을 PALS 기준점을 충족한 각 보고 그룹의 등록된 유치원생의 비율을 
제공함. 

● 측정 지표율은 학생 기준점 결과 (분수의 분자 )에 대해서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추출한 
가을 PALS 데이터를 사용하고 , 유치원 등록 (분수의 분모 )에 대해서는 FCPS 9 월 등록 학생 
수 파일을 사용하여 계산됨 . 

측정: 조기 수학 평가 시스템 (EMAS) 

● EMAS 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수정한 조기 수학 능력 평가로서 , VKRP 평가의 일부로 사용됨 . 
● 유치원 가을에 기하 , 패턴, 수리력, 계산 및 숫자 세기와 같은 조기 수학 능력과 관련하여 각 학생의 
유치원 준비 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됨 . 

● 보고된 측정 지표는 가을 EMAS 기준점을 충족한 각 보고 그룹의 등록된 유치원생의 
비율을 제공함 . 

● 측정 지표율은 학생 기준점 결과 (분자)에 대해서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추출한 가을 
VKRP 데이터를 사용하고 , 유치원 등록 (분모)에 대해서는 FCPS 9 월 등록 학생 수 파일을 
사용하여 계산됨 . 

● 이 평가는 2019년 가을에 버지니아에서 처음 시행되었음 .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2020년 
가을에는 EMAS 평가가 시행되지 못하였음 . 

측정: 아동 행동 평가 척도 (CBRS) 

● CBRS 는 버지니아 대학교가 수정한 학생들의 자기 -통제 및 사회성에 대해 교사의 인지 
보고서로서 , VKRP 평가의 일부로 사용됨 . 

● 학년도의 첫 몇 주 동안 학생의 행동 , 상호 작용 , 교실에서의 교재 /자료 및 작업 참여에 대해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통제 및 사회성과 관련하여 유치원 가을에 각 학생의 
인지된 유치원 준비 수준을 기록하는 데 사용됨 . 

● 보고된 측정 지표는 자기 -통제에 관한 가을 CBRS 기준점을 충족한 각 보고 그룹의 등록된 
유치원생의 비율을 제공함 . 

● 측정 지표율은 학생 기준점 결과 (분자)에 대해서는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추출한 가을 
VKRP 데이터를 사용하고 , 유치원 등록 (분모)에 대해서는 FCPS 9 월 등록 학생 수 파일을 
사용하여 계산됨 . 

● 이 평가는 2019년 가을에 버지니아에서 처음 시행되었음 . 2020년 가을의 CBRS 평가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관찰을 바탕으로 완료되었음 . 

세 가지 VKRP 평가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vkrponline.org/virginia-kindergarten-readiness-program-2/how-it-works/the-assessments/ 

LS-Division Superintendent-FCPS Data Glossary 

https://vkrponline.org/virginia-kindergarten-readiness-program-2/how-it-works/the-assessments


   

   

 
 

            
              
          

 
 

   

  
 

                 
             

             
                

        
             

      
               

    
            

             
  

              
           
  

              
            
            

             
            

               
               

         
           

              
            

              
               

            
           

           
             

             
      

페이지 데이터 지표 

14 평균 일일 출석률 

버지니아주에 있는 5세-18 세의 모든 학생은 정기적으로 학교에 출석해야 합니다 . FCPS 는 학교가 문을 여는 

날에는 매일 학생의 출석을 기록합니다 . 출석률은 학생의 총 등록 일수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일수 )에 대한 

학생의 총 출석 일수로 계산됩니다 .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fcps.edu/attendance 

페이지 데이터 지표 

15 만성 결석률 

● 매일 출석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성공에 매우 중요함 . 결석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한 달에 평균 이틀 이상 전체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은 만성적으로 결석한 것으로 간주됨 . 예를 들어 , 180 일의 수업 일 동안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18일 이상 온종일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 이는 만성적으로 결석한 것으로 간주됨 . 
● 만성 결석률은 3단계 과정을 통해 결정됨 . 해당 학년도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학교 밖 학습 

(의학적 이유 )’ 서비스에 배정된 학생들은 이러한 계산에서 제외됨 . 
○ 첫째, 학생이 적어도 해당 학년도 수업 일의 절반 이상 동안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학년말 기록을 검토함 . 
■ 해당 학년도의 전체 또는 일부 기간 동안 ‘학교 밖 학습 (의학적 이유 )’ 서비스에 배정된 

학생들은 이러한 계산에서 제외됨 . 
■ 학교 등록 일수에는 출석 일수 , 결석 일수 및 예정되지 않은 일수가 포함됨 . 학생이 

‘학교 밖 학습 (징계 처분을 받은 특수교육 학생 대상 )’ 서비스를 받은 일수는 이러한 

계산에서 생략됨 . 
■ 만약 학생의 등록 일수가 학교가 문을 여는 기간의 50% 이상일 경우 , 해당 학생은 만성 

결석률 계산에 포함됨 . 이러한 학생들의 총 수는 만성 결석률 계산 과정의 분수에서 

분모에 해당됨 . 
○ 둘째, 학년도 동안 학생의 온종일 결석 일수를 학생의 등록 일수와 비교함 (온종일 결석 일수를 

등록 일수로 나눈 값 ). 학생이 등록 일수의 10% 이상을 결석한다면 , 해당 학생은 만성적으로 결석한 

학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됨 . 이러한 수는 만성 결석률 계산 과정의 분수에서 분자에 해당됨 . 
○ 마지막으로 , 만성적으로 결석한 학생 수 (분자)를 적어도 학년도의 절반 이상 동안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 (분모)로 나누어 학교 , 학교기관 등의 만성 결석률을 결정함 (버지니아 교육부로부터 수정 ). 
● 만성 결석률에는 학년도의 50% 이상 기간 동안 등록된 모든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만성 결석률 계산 

과정에서의 분모는 어느 시점에서든 학교에 등록된 학생 수보다 더 큰 경우가 많음 (때로는 상당히 큰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 FCPS 는 2022학년도에 38,689 명의 영어 학습자가 등록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 
2022학년도에 대한 만성 결석률 계산 과정에서의 분모에는 47,641 명의 영어 학습자가 포함되었음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인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주 보고 지침에 따라 , Burke 학교, Cedar Lane 학교, 대안 학습 센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센터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결과는 학생의 통학구역 내 배정학교에 포함되어 보고됨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의 

학생들은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의 학생들은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는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기에 오직 전체 결과에만 

포함되며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http://www.fcps.edu/attendance


 

   

             
     

 

                 
             
           
                 

           
            

           
          

  
             

           
              
              

 
   

        
          

       

              
             

              
                

       
               

           
            

  
             

       
             

             
            

           
            

          
            

              
       

         
 

페이지 데이터 지표 

16-19 주 시험 수행 능력 -읽기, 수학 및 과학의 버지니아 표준 학습 (SOL) 평가에 대한 표준을 
통과 (능숙함 및 상급 수준 )한 학생들 

이 지표는 표준 학습 시험 및 기타 주 평가에서 능숙하거나 상급 수준으로 수행하여 영어의 읽기 , 수학 및 과학 

성취도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초과한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이 비율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고에서 

버지니아 대안 평가 프로그램 (VAAP) 의 결과와 표준 학습 (SOL) 시험의 결과를 통합합니다 . 
● 주 평가는 3-8 학년의 모든 학생과 연방 정부의 시험 참여 요건 및 /또는 졸업을 위한 인증 학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험을 보아야 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함 . 영어 학습자의 경우 ,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첫 12개월 동안은 제한된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가족들은 자녀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 . 2020-21 학년도에 버지니아 교육부는 세계적 대유행 염려에 따른 시험 거부를 포함하도록 

가족의 선택권을 확대하였으며 , 이로 인해 해당 학년도의 학교기관 전체 참여율은 정상적인 

참여율보다 낮았음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 (영어 능숙도 (ELP) 1-4 단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페이지 데이터 지표 

20-23 엄정한 교과과정에서의 성취도 -고급반 (AP: 대학 과목 선이수제 ) 시험에서 3점 이상 , 
직업 및 기술 교육 (CTE)/ 직업 경로 (Career Pathway) 자격증, 이중 등록 (DE) 과목의 
학점, 국제 학사 (IB) 졸업장을 받는 학생의 비율 

엄정한 교과과정에서의 성취도는 대학 및 직업 준비 개발을 목표로 한 과목들에서 성취도 (예: AP 시험에서 3점 

이상 획득 또는 IB 졸업장 취득 )를 보이는 각 하위 그룹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다양한 교과과정의 

지표들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되며 각 측정치 내의 패턴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 AP 시험 성과 및 이중 등록 학점에 관한 측정 지표는 9-12 학년에 등록된 모든 학생 가운데 특정 

결과를 달성한 학생들의 수 (분자)를 기준으로 계산됨 . 
● CTE/ 직업 경로에 관한 측정 지표는 9-12 학년에 등록된 모든 학생 (분모) 가운데 지난 3년 이내에 최소 

1회의 CTE/ 직업 경로 자격증을 획득한 학생들의 수 (분자)를 기준으로 계산됨 . “직업-준비” 자격 인증 

이외에도, 직장 준비 기술 (WRS) 시험 및 교육 지원 실무 (W!SE)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의 수도 

포함되어 계산됨 . 
● IB 졸업장에 관한 측정 지표는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IB 과목을 수강한 졸업생 가운데 IB 
졸업장을 획득한 학생들의 수 (분자)를 기준으로 계산됨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Cedar Lane 학교는 지역 1에,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는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는 지역 3에, Mountain View 고등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 

및 위탁 대안 학교 (IAS) 와 같은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전체 

결과에는 포함되지만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 제공되는 과목들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학과목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람 : 

https://insys.fcps.edu/CourseCatOnline/frontPanel/1041/nocourselist/0/0/0/1 

https://insys.fcps.edu/CourseCatOnline/frontPanel/1041/nocourselist/0/0/0/1


 

   

          
  

 

               
          

            
             

            
        

          
             

             
            

           
            

          
            

              
        

 
   

     

 
             

            
               

            
   

            
            

               
               

              
              

             
            
         

                
           

              
             

           
              

페이지 데이터 지표 

24-28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서 D 또는 F 학점을 적어도 하나 이상 받은 7-12 학년생의 
비율 

이 지표는 핵심 과목에서 1점/1점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은 각 하위 그룹 학생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 낮은 

성적에는 영어 , 사회, 수학, 과학 또는 ESOL 과목과 같은 핵심 과목에서 최종 성적으로 D+, D, F, I ( 미완료) 
또는 WF ( 낙제 성적과 함께 수강 철회 )를 받은 학생들 (분자)이 포함됩니다 . 비율은 학생이 FCPS 에서 

학년도를 마치지 않았을 수 있더라도 최종 성적을 받은 모든 학생 (분모)을 기준으로 합니다 . 
● 학생 수에는 Poe 중학교, Glasgow 중학교 또는 Holmes 중학교에 다니는 6학년생들 그리고 다른 

중학교에 등록하여 과목을 수강하는 몇 명의 6학년생들도 포함됨 . 
● ESOL 과목의 수는 이 보고서의 영어 과목 수에 포함됨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Cedar Lane 학교는 지역 1에,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는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는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 및 위탁 대안 학교 (IAS) 와 같은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전체 결과에는 포함되지만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페이지 데이터 지표 

29-31 4년 및 5년 졸업률 

버지니아주 정시 졸업률은 버지니아주의 교육 정보 관리 시스템의 4년간의 종단적인 학생 수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 버지니아주 정시 졸업률은 학생의 유동성 , 학생 등록의 변화 , 방침 및 9학년 유급과 같은 

교육 관행을 고려합니다 . 졸업률 산출 공식은 또한 일부 장애 학생 및 제한된 영어 실력 (LEP) 을 가진 

학생들의 졸업장 취득을 위한 시간은 일반적인 4년보다 더 걸릴 수 있으며 , 여전히 “정시” 졸업생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 4년 졸업률은 “정시” 졸업을 하도록 예정된 학생 그룹 (코호트, cohort: 동질 집단 )를 기준으로 계산됨 . 
일반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 처음 9학년을 시작한 뒤 4년 이내에 취득한 졸업장을 의미함 . 영어 

학습자 및 장애 학생들의 경우 , 학생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연방법 및 주법에 따라 

여전히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 졸업장 취득을 위한 기간은 4년 이상이 될 수 있음 . 
● 5년 졸업률은 1년 지연이 반영된 4년 졸업률의 개정임 . 이 졸업률에는 전년도에 “정시” 졸업을 하도록 

예정된 그룹 (코호트)에 속하였던 학생들 중 그 사이 12개월 이내에 졸업장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한 

학생들이 추가됨 . 여기에는 졸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데 4년 이상이 필요한 일반교육 학생 또는 졸업이 

예정된 (코호트 ) 연도 말에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 추후에 졸업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복귀한 장애 학생 및 영어 학습자들이 포함될 수 있음 . 
● 4년및 5년 졸업률을 함께 볼 때 하나의 코호트 그룹을 선택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예를 

들어, 2021 년도 졸업반 학생들의 5년 졸업률과 2021년도 졸업반 학생들의 4년 졸업률을 비교하여 

추가의 1년이 해당 그룹 (코호트 ) 학생들의 졸업장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음 . 
● 버지니아주 정시 졸업률을 위해 보고된 영어 학습자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 (ELP 1-4 단계)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어 능숙도 (ELP) 6a-6d 단계에 도달하여 ESOL 서비스가 

종료된 후 첫 4년 동안의 학생들 (이전의 영어 학습자 )도 포함됨 . 다른 보고와 마찬가지로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하며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504 계획은 있으나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되는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주 보고 지침에 따라 , Burke 학교, Cedar Lane 학교, 대안 학습 센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센터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결과는 학생의 통학구역 내 배정학교에 포함되어 보고됨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의 학생들은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의 학생들은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는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오직 전체 결과에만 포함되며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자원들: 
● 졸업장 유형별 4년 정시 졸업률의 세부 사항은 다음의 공공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 보고서의 지역 

집계는 대체 인가 계획이 있는 학교를 제외하므로 Performance Fact 회사가 제공한 데이터 패키지에서 

보여지는 것과 약간의 다른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기 바람 ):
https://www.fcps.edu/system/files/forms/2022-09/Fairfax-Graduation-Detailed-Outcomes-Class-of-2022.pdf

● 정시 졸업률의 정의 :
https://doe.virginia.gov/statistics_reports/graduation_completion/cohort_reports/
va_ontime_gradrate .pdf

● 정시 졸업률 산출 안내 지침 :
https://doe.virginia.gov/statistics_reports/graduation_completion/cohort_reports/calculating.pdf

● 상호 작용 도표 작성 도구 내의 버지니아주 그룹 (코호트 ) 보고서:
https://doe.virginia.gov/statistics_reports/graduation_completion/cohort_reports/index.shtml

페이지 데이터 지표 

32-37 고등학교 졸업 후의 결과 

고등학교 졸업 후의 결과 데이터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완료한 12학년생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이러한 데이터를 확인할 때 고등학교 졸업 후의 결과는 학생 스스로 보고한 것을 집계한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기 바랍니다 . 
● 도넛형 그래프는 학교기관 및 각 지역 전반에 걸쳐 응답자의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의 분포를 반영함 . “FCPS

(또는 이 지역 )에서 학생들이 가장 자주 선택한 진로 /경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의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도넛형 그래프의 조각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음 .
● 가로 막대형 그래프는 각 보고 그룹 내에서 특정 진로 /경로를 선택한 학생 비율을 반영함 . 예를 들어 , 2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택한 학교기관 전체 학생들 가운데 0.3% 는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 15.7% 는
아시아인 등이었음 . “어떤 학생 그룹이 이러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경로를 가장 자주 선택했나요 ?”라는
질문의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로 막대형 그래프에서 같은 색상 그룹을 함께 보아야 함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Cedar
Lane 학교는 지역 1에,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는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는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 및 위탁

대안 학교 (IAS) 와 같은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전체 결과에는

포함되지만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http://www.fcps.edu/system/files/forms/2022-09/Fairfax-Graduation-Detailed-Outcomes-Class-of-2022.pdf
http://www.fcps.edu/system/files/forms/2022-09/Fairfax-Graduation-Detailed-Outcomes-Class-of-2022.pdf
http://www.fcps.edu/system/files/forms/2022-09/Fairfax-Graduation-Detailed-Outcomes-Class-of-2022.pdf
http://www.fcps.edu/system/files/forms/2022-09/Fairfax-Graduation-Detailed-Outcomes-Class-of-2022.pdf
https://doe.virginia.gov/statistics_reports/graduation_completion/cohort_reports/index.shtml
https://doe.virginia.gov/statistics_reports/graduation_completion/cohort_reports/calculating.pdf
https://doe.virginia.gov/statistics_reports/graduation_completion/cohort_reports


 

   

   

 
            

           
         

             
             

            
           

            
          

           
               

   
 

   

          
      

 
               
                

          
            

        
             

             
            

           
            

          
           

               
   

페이지 데이터 지표 

39-40 학생 등록 

등록은 학교기관의 ‘등록 학생 수 (Membership)’ 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수를 나타냅니다 . ‘등록 학생 수 

(Membership)’ 는 학년말부터 시작되고 유아원생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학년도 기간 중 

어느 시기에라도 FCPS 로부터 학습 서비스를 받은 모든 학생을 포함합니다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Cedar Lane 학교는 지역 1에,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는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는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CPS 의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는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 및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이 측정 지표에 대해 

지역 9로 보고됨 . 

페이지 데이터 지표 

41-49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 영어 학습자 , 노숙 생활을 하는 
학생, 위탁 가정에서 지내는 학생을 대표하는 지수 

하위 그룹의 대표 지수는 해당 하위 그룹 (예: 특수교육 , 경제적 취약 등 )의 학생 비율을 학교기관에 등록된 총 

학생 수 가운데 해당 하위 그룹이 대표하는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1보다 낮은 지수는 해당 측정 지표에 대해 

그룹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 1보다 높은 지수는 그룹이 지나치게 대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지수가 높을수록 불균형이 커지며 , 따라서 우려 수준도 커집니다 . 예를 들어 , 지역 5의 히스패닉 학생들은 전체 

학생 인구의 20.54% 에 불과하지만 , 노숙자 학생 인구의 50%를 차지합니다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Cedar Lane 학교는 지역 1에,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는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는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CPS 의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는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 및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이 측정 지표에 대해 

지역 9로 보고됨 . 



 

   

  
 

               
            

               
                

          
     

             
            
 

              
             

 
                

        
 

   

    

 
            

             
             

           
            

             
             

 
 

   

    

 
                

        
             

           
        

            
          

               
           

  

페이지 데이터 지표 

50-52 교차성: 학생들의 경험 

교차성 데이터는 두 가지 이상의 인구 통계학적 요인의 조합이 학생의 경험 , 학습 및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 학생의 인종 /민족성이 경제적 상태 , 장애 상태 또는 영어 학습자 상태와 결합된 영향을 

의미합니다 . 교차성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있거나 없는 특정 인종 /민족성 그룹 내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 개별 요인이 

학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및 요인들이 상호 연관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주 평가 (16-19 페이지), 졸업률 (29-31 페이지), 만성 결석률 (15 페이지) 및 정학 (73-75 페이지)에 대한 

데이터 용어 해설을 참조하기 바람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 및 ESOL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확인되지 않은 학생들은 교차성 보고에서 ‘비영어 학습자 ’로 

간주됨.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무료 또한 할인가 급식 혜택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교차성 보고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하지 않음 ’으로 

분류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 및 IEP 가 없는 

다른 학생들은 교차성 보고에서 ‘장애가 없는 학생 ’으로 간주됨 . 

페이지 데이터 지표 

53 허가받은 유아원 (Pre-K) 프로그램의 참여 

FCPS 의 유아원 및 조기 헤드 스타트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은 Fairfax 카운티에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가족들에게 무료로 종합적인 서비스와 함께 양질의 유아원 경험을 제공합니다 . 이 측정 지표는 학년말 데이터를 

기준으로 FCPS 가 운영하는 다음 5개의 유아원 프로그램의 연간 등록을 보고합니다 : 버지니아 유아원 계획 (VPI), 
헤드 스타트 (Head Start), 조기 헤드 스타트 , 유아원생을 위한 특수교육 , 자폐 유아생을 위한 센터 (PAC). 
FCPS 유아원 프로그램은 특별한 지원 (예: 아동 조기 발견 (Child Find)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이 필요한 

그리고/또는 가족이 소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0-5 세의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 학생들은 여러 해 동안 FCPS 
유아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 등록 연도마다 보고됩니다 . 추가 정보는 유아 교육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cps.edu/academics/academic-overview/early-childhood. 

페이지 데이터 지표 

55-58 직원의 다양성 및 경력 

직원 데이터는 계약된 정규직 전일제 및 시간제 직원들에 대한 2022년 10월 자 직원 수의 간략 정보를 

반영합니다 . 직원 데이터에는 임시직 , 시급제 및 대체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교사 수는 모든 유형의 교사 인원수를 반영하며 , 여기에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담임 /학급 교사 및 

전문가 (학교 상담교사 , 사서 등 ) 그리고 중앙 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지원 교사들이 포함됨 . 경력 3년 

이상의 교사에 대한 데이터는 FCPS 에서의 경력만을 기반으로 함 . 
● 행정인의 수는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유형의 행정인 (SBA) 인원수를 반영하며 , 여기에는 교장 , 
교감, 학생 서비스 책임자 (DSS) 및 학생 활동 책임자 (DSA) 가 포함됨 . 

● 지원직 직원 수는 교사의 수 또는 행정인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모든 직원의 인원수를 

반영함. 이 범주에는 학교에 근무하는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 (학습직 및 운영직 ) 
모두가 포함됨 . 

http://www.fcps.edu/academics/academic-overview/early-childhood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Cedar Lane 학교는 지역 1에,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는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는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 및 위탁 대안 학교 (IAS) 와 같은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전체 결과에는 포함되지만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페이지 데이터 지표 

59-65 엄정한 교과과정 이용 및 등록 : 고급반 (AP), 직업 및 기술 교육 (CTE) 경로, 이중 등록 
(DE), 국제 학사 (IB) 및 우등 (HN) 과목들 

이러한 측정 지표는 두 칸 (2열)의 막대형 도표를 통해 엄정한 교과과정을 듣는 학생들의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왼쪽 칸(열)은 특정 과목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 가운데 각 그룹의 비례 대표를 나타냄 . 
예를 들어 , AP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 가운데 0.2% 는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이었고 , 
29.5% 는 아시아인 등이었음 . 이러한 데이터 관점에서 볼 때 , 그룹이 클수록 비율이 높고 그룹이 

작을수록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 
● 오른쪽 칸(열)은 각 하위 그룹에 대한 특정 과목이나 프로그램의 비교적인 참여율을 제공함 . 
이러한 막대들은 특정 과목이나 프로그램의 이용에 있어 잠재적인 불균형에 관한 질문을 탐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이상적으로는 , 모든 학생 그룹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유사하게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임 . 

이 페이지에 있는 다양한 교과과정의 지표들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되며 각 측정치 내의 패턴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 AP, 이중 등록 및 IB 측정 지표들은 12학년 졸업반 그룹 (코호트)의 총 졸업생 (분모) 가운데 

고등학교 기간의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특정 과목 유형 중 최소 하나 이상의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 (분자)를 기준으로 계산됨 . 
● 우등 (HN) 측정 지표는 7-12 학년에 등록된 모든 학생 (분모) 가운데 지정된 연도 동안 최소 하나 

이상의 우등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 (분자)를 기준으로 계산됨 . 
● CTE 경로 측정 지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6-12 학년에 등록된 모든 학생 (분모) 가운데 지정된 

연도 동안 최소 하나 이상의 CTE/ 진로 경로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수 (분자)를 기준으로 계산됨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AP 과목 참여에 대한 측정 지표는 졸업생 그룹 (코호트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에서는 학교 

지정에 대한 주 정부의 코호트 형성에 관한 지침을 사용함 . 이러한 규칙에 따라 , Burke 학교, Cedar 
Lane 학교, 대안 학습 센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센터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결과는 학생의 

통학구역 내 배정학교에 포함되어 보고됨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의 학생들은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의 학생들은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는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오직 전체 결과에만 

포함되며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 제공되는 과목들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학과목 안내서를 참조하기 바람 : 

https://insys.fcps.edu/CourseCatOnline/frontPanel/1041/nocourselist/0/0/0/1 

https://insys.fcps.edu/CourseCatOnline/frontPanel/1041/nocourselist/0/0/0/1


   

        
 

             
               

             
       

            
             

            
            

            
             

           
 

         
 

   

        

                 
 

                 
 

             
            

            
            

            
             

           
 

 
   

    

               
      
             
        
             
                

      
             

            
          

페이지 데이터 지표 

66-68 풀타임 고급 학업 프로그램 (AAP) 서비스 이용 및 등록 

이 데이터는 학교기관이 제공하는 풀타임 (또는 4단계) 고급 학업 프로그램 (AAP) 서비스를 받고 있는 3-8 학년생들을 

반영합니다 . 이 측정 지표는 6월 학생 등록 수에 포함된 모든 3-8 학년생 (분모) 가운데 AAP 상태가 04 또는 4H인 

학생들의 수 (분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이 데이터의 두 칸 (열)은 위의 엄정한 교과과정 (59-65 페이지)에 대해 

설명한 것과 동일한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Burke 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대안 학습 센터 (ALC) 와 같은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전체 결과에는 포함되지만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AAP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fcps.edu/academics/academic-overview/advanced-academic-programs. 

페이지 데이터 지표 

69-71 대수 I 또는 더 상급 수준의 수학 과목을 수강하는 8학년생 

8학년생의 대수 과목 참여는 8학년 때 대수 I 또는 더 상급 수준의 수학 과목을 이수한 8학년생 그룹 (코호트 )을 

반영합니다 . 
● 이 데이터의 두 칸 (열)은 위의 엄정한 교과과정 (59-65 페이지)에 대해 설명한 것과 동일한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함.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Burke 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대안 학습 센터 (ALC) 와 같은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전체 결과에는 포함되지만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페이지 데이터 지표 

72 학업적 및 비학업적 지원 

제출된 데이터는 2022년 10월 자 간략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학생 대 교직원 비율은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 예산이 책정된 전일제 학교 심리학자 

● 청문 사무처에 배정된 한 명의 추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예산이 책정된 전일제 사회복지사 

● 10월 자로 전일제 학교 상담교사의 실제 수 

●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전일제 학교 간호사 (공중 보건 간호사 )의 실제 수 

● 직원 비율에 대한 지역 보고에는 관련 지역에 있는 특성화 학교 및 센터가 포함되지만 , 기타 다른 특성화 

학교 및 프로그램은 지역 수에서 제외됨 . 
○ 지역 데이터에 포함된 학교 및 센터 : Cedar Lane 학교 (지역 1), Davis 직업 센터 (지역 2), Kilmer 
센터 학교 (지역 2),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 지역 2), Key 센터 학교 (지역 3), 
Pulley 직업 센터 (지역 3), Quander Road 학교 (지역 3), Burke 학교 (지역 4). 

http://www.fcps.edu/academics/academic-overview/advanced-academic-programs


        
        

    

 

 

                   
           

              
            

              
           

               
          

             
            

          
    

            
            

           
        
            

          
            
             

     

                
              

            
          

     
               

           
     

           
             

           
         

              
 

○ 지역 데이터에서 생략된 학교 및 프로그램 : Bryant 고등학교 ,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 , 
Mountain View 고등학교, 성취/성실/성숙 (AIM) 프로그램 , 대안 학습 센터 (ALC), 위탁 대안 학교 

(IAS), 다기관 협력 서비스 (MAS) 

페이지 데이터 지표 

73-75 징계 지수 

하위 그룹의 징계 지수는 총 교외 정학 수에서 해당 하위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 (분자)을 학교기관에 등록된 총 학생 수 

가운데 해당 하위 그룹이 대표하는 비율 (분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 2021-2022 학년도에 히스패닉 

학생들은 학교기관에 등록된 모든 학생 가운데 28.08% 를 차지하였지만 , 해당 학년도에 정학을 받은 총 학생들 가운데 

45.27% 가 히스패닉 학생들이었습니다 . 이 그룹의 징계 지수인 1.61 은 45.27 을 28.08 로 나누어 계산된 것입니다 . 

● 징계 지수의 분자에 해당하는 총 정학률은 학교기관 전체의 모든 정학건 가운데 하위 그룹의 정학건 수를 

나타냄. 예를 들어 , 히스패닉 학생들의 총 정학률인 45.27% 는 학교기관 전체의 총 정학 수인 4,767 건 

가운데 히스패닉 학생들의 총 정학 수인 2,158 건을 나타내는 것임 . 알림 : 한 학생이 학년도 동안 여러 번 

정학을 받은 경우 , 이 학생은 이 보고에서 여러 번 계산될 수 있음 . 
● 징계 지수의 분모에 해당하는 학교기관에 등록된 총 학생 수 가운데 하위 그룹을 대표하는 비율은 

학년도 동안 학교기관에 등록된 모든 학생 가운데 등록된 히스패닉 학생들의 수를 나타냄 . 예를 들어 , 
히스패닉 학생들을 대표하는 비율인 28.08% 는 2021-2022 학년도의 총 등록 학생인 188,038 명 가운데 

히스패닉 학생 52,808 명을 나타내는 것임 .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 지역 보고에서 특성화 학교 , 프로그램 및 센터의 결과는 관련 지역에 포함되어 보고됨 . 예를 들어 , 

Cedar Lane 학교는 지역 1에, Thomas Jefferson 과학 기술 고등학교 (TJHSST) 는 지역 2에, Key 센터 학교는 

지역 3에 그리고 Mountain View 고등학교는 지역 4에 포함되어 계산됨 . Fairfax 카운티 성인 고등학교 및 

위탁 대안 학교 (IAS) 와 같은 비정규 학교 프로그램은 어떠한 지역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전체 결과에는 

포함되지만 세분화된 지역의 일부로는 포함되지 않음 . 

학교에서의 제외 일수 비율은 정학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한 상대적인 총 시간을 보여주는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 
● 각 막대의 색상 부분들은 각 그룹에서 정학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외된 누적 시간 분포를 반영함 . 
예를 들어 , 히스패닉 학생의 막대는 정학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대략 3/10 학생들이 1일 이하 (보라색), 4/10 
학생들이 2-3 일 (파란색), 1/10 학생들이 4-5 일 (청록색), 1/10 학생들이 6-10 일 (분홍색), 1/10 학생들이 

10일 이상 (적갈색) 학교에서 제외된 것을 보여줌 . 
● 막대 도표에 표시되어 있는 백분율은 해당 학생 그룹 내에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정학을 받은 학생들을 

반영함. 예를 들어 , 정학을 받은 히스패닉 학생들 가운데 32.95% 의 학생들이 총 1일 이하의 정학을 

받았으며; 36.96% 의 학생들이 총 2-3 일의 정학을 받았음 ; 등등. 
● 영어 학습자 (EL) 그룹에는 현재 ESOL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포함됨 . 이전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그룹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 그룹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반영함 . 장애 학생 그룹에는 IEP 가 있는 모든 학생이 포함됨 . 504 계획은 있지만 

IEP 가 없는 학생들은 이 보고된 장애 학생 그룹에 속하지 않음 . 

정학을 포함한 징계 조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FCPS 학생의 권리와 의무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fcps.edu/system/files/forms/2022-08/SRR-2022-23.pdf. 

http://www.fcps.edu/system/files/forms/2022-08/SRR-2022-23.pdf
http://www.fcps.edu/system/files/forms/2022-08/SRR-2022-23.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