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FCPS 의 전략 계획 
학생의 포커스 그룹 (Focus Group: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론/인터뷰) 참여에 대한 

학부모 /보호자 동의서 (3-6 학년생 ) 

지시 사항 : 이 동의서를 읽으신 후 마지막에 자녀의 포커스 그룹 참여를 허락 (동의)하시는지의 여부를 
표기하도록 요청하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을 완료한 양식은 2 월 2 일까지 자녀의 
학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FCPS 에 새로운 전략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FCPS 는 모든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전략 계획은 5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 이제 FCPS 의 현재 
모습을 기준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 

학생 포커스 그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이 포커스 그룹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학생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많은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포커스 그룹이 진행됩니다 . 포커스 그룹에서 얻은 정보는 새로운 전략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자녀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 
여러분의 자녀는 소수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최대 90 분 동안 진행되는 그룹 토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자녀가 하게 될 구체적인 활동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3-6 학년생들 
1) FCPS 직원들을 책을 읽어주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을 공유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 
이것은 준비 활동으로 학생들의 답변은 수집되지 않을 것입니다 . 

2) 학생들은 FCPS 전략 계획 학생 대상 설문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검토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답변이 나오도록 이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생각은 서기 역할을 하는 FCPS 직원이 전자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 

3) 학생들은 “이상적인 학교 ” 또는 “이상적인 학교 시간 ”을 설계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은 포스터로 제작할 것입니다 . 

포스터 그림들은 전략 계획 개발 팀을 위해 수집되어 편집될 것입니다 . 

자녀가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 
학생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FCPS 교육위원회 , 교육감 , 전략 계획 개발팀들 및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경험과 
새로운 전략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여러분 자녀의 참여는 여러분 자녀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녀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는 또한 다른 FCPS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많은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녀가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다면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 
질문에 답하고 ,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 그룹에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편안하게 참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을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도 공유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경험한 것과 학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이지 않게 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포커스 그룹은 학교 시간 외에 진행될 것입니다 . 

학생이 꼭 참여해야 하나요 ? 

LS-Division Superintendent-Student Focus Groups Parent Consent 

https://www.fcps.edu/about-fcps/strategic-planning-process-2022-23/strategic-plan-student-survey
https://www.fcps.edu/about-fcps/strategic-planning-process-2022-23/strategic-plan-student-surve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포커스 그룹은 선택 사항입니다 . 여러분의 허가를 받는 것 이외에도 각 학생들은 포커스 그룹의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학생이 그룹에 참여하도록 동의하더라도 , 학생은 언제든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포커스 그룹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보호자의 허가를 받고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이 포커스 그룹에 속하게 되나요 ? 
예, 학부모/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모든 학생은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 

자녀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나요 ? 
포커스 그룹을 감독하는 FCPS 직원들 및 자문인들과 더불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학생들은 포커스 그룹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의 그림과 
모든 서면 응답은 학생들의 이름이 없는 상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 

포커스 그룹에서 얻은 정보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 정보들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요 ? 
포커스 그룹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전략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FCPS 가 고용한 회사인 Performance Fact, 
Inc. 와 공유될 것입니다 . 포커스 그룹의 정보는 새로운 전략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자문 회사와 FCPS 직원이 
익명의 학생 답변들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FCPS 의 디지털 환경 내에 저장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기에 모든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공유하는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 이는 어느 누구도 어떤 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는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였던 학생의 이름도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학생들은 자신의 그림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 

포커스 그룹의 정보는 새로운 전략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자문 회사와 FCPS 직원이 익명의 학생 답변들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FCPS 의 디지털 환경 내에 저장될 것입니다 .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기에 모든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정보는 Performance 
Fact Inc. 직원이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며 새로운 전략 계획에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 이 양식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 계속 진행하시기 
전에 Leona Smith (lmsmith3@fcps.edu) 또는 Kevin Morris (kmorris@fcps.edu)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다면 , 아래에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항목 왼쪽에 X 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__ 본인은 어떠한 질문도 없으며 자녀가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__ 본인은 자녀가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아래에 자녀의 이름과 학년을 정자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여러분의 선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이름과 성을 정자로 기재 학생의 학년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작성을 완료한 양식을 2 월 2 일까지 자녀의 학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mailto:lmsmith3@fcps.edu
mailto:kmorris@fcps.edu


    
              

   
 

             
           

       

       
               

            
       

     
               

            
             

              
      

    
              

        
 

  
            

             
 

          
             

            
             

  
 

            
 

            

        
          

               
              
            

          

           
             

           
             

           
 

       

FCPS 의 전략 계획 
학생의 포커스 그룹 (Focus Group: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론/인터뷰) 참여에 대한 

학부모 /보호자 동의서 ( 7-12 학년생 ) 

지시 사항 : 이 동의서를 읽으신 후 마지막에 자녀의 포커스 그룹 참여를 허락 (동의)하시는지의 여부를 
표기하도록 요청하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을 완료한 양식은 2 월 2 일까지 이메일 
(strategicplan@fcps.edu)을 통해 보내시거나 자녀의 학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FCPS 에 새로운 전략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FCPS 는 모든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전략 계획은 5 년 전에 만들어졌으며 , 그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 이제 FCPS 의 현재 
모습을 기준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 

학생 포커스 그룹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이 포커스 그룹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학생들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 학생들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많은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포커스 그룹이 진행됩니다 . 포커스 그룹에서 얻은 정보는 새로운 전략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자녀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 
여러분의 자녀는 소수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최대 90 분 동안 진행되는 그룹 토론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 
자녀가 참여하게 될 구체적인 활동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7-12 학년생들 
1) 학생들은 FCPS 전략 계획 학생 대상 설문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검색할 것입니다 . 학생들은 이러한 
답변이 나오도록 이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 

2) 학생들은 “이상적인 학교 ” 또는 “이상적인 학교 시간 ”을 설계하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것이며 서기 역할을 하는 FCPS 직원은 이러한 답변들을 전자상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학생들로부터 얻은 정보는 전략 계획 개발 팀을 위해 수집되어 편집될 것입니다 . 수집된 정보는 
Performance Fact Inc. 직원이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며 새로운 전략 계획에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3) 학생들은 전략 계획을 위한 가능한 목표들을 분류하고 순위를 정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 

4) 학생들은 FCPS 가 전략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 

자녀가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 
학생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FCPS 교육위원회 , 교육감, 전략 계획 개발팀들 및 지역사회가 학생들의 경험과 
새로운 전략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여러분 자녀의 참여는 여러분 자녀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녀 학교의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는 또한 다른 FCPS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많은 학생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학교에서의 학습 경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녀가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다면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 
질문에 답하고 ,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 그룹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에 편안하게 참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을 좀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학생들은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도 공유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경험한 것과 학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구체적이지 않게 더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포커스 그룹은 학교 시간 외에 진행될 것입니다 . 

mailto:strategicplan@fcps.edu
https://www.fcps.edu/about-fcps/strategic-planning-process-2022-23/strategic-plan-student-survey
https://www.fcps.edu/about-fcps/strategic-planning-process-2022-23/strategic-plan-student-surve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생이 꼭 참여해야 하나요 ? 
이 포커스 그룹은 선택 사항입니다 . 여러분의 허가를 받는 것 이외에도 각 학생들은 포커스 그룹의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학생이 그룹에 참여하도록 동의하더라도 , 학생은 언제든지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포커스 그룹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보호자의 허가를 받고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이 포커스 그룹에 속하게 되나요 ? 
예, 학부모/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모든 학생은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도록 초대될 것입니다. 포커스 그룹을 
감독하는 FCPS 직원들 및 자문인들과 더불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학생들은 포커스 그룹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고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도록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 학생들의 모든 서면 응답은 
학생들의 이름이 없는 상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 

포커스 그룹에서 얻은 정보는 어디에 보관되나요 ? 정보들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요 ? 
포커스 그룹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전략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FCPS 가 고용한 회사인 Performance Fact, 
Inc. 와 공유될 것입니다 . 포커스 그룹의 정보는 새로운 전략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자문 회사와 FCPS 직원이 
익명의 학생 답변들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FCPS 의 디지털 환경 내에 저장될 것입니다.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기에 모든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공유하는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 이는 어느 누구도 어떤 학생이 어떤 말을 했는지 또는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였던 학생의 이름도 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포커스 그룹의 정보는 새로운 전략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자문 회사와 FCPS 직원이 익명의 학생 답변들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FCPS 의 디지털 환경 내에 저장될 것입니다 .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기에 모든 사람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정보는 Performance 
Fact Inc. 직원이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것이며 새로운 전략 계획에 도움을 주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 

궁금한 점이 없으시면 , 이 양식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 계속 진행하시기 
전에 Leona Smith (lmsmith3@fcps.edu) 또는 Kevin Morris (kmorris@fcps.edu)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다면 , 아래에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항목 왼쪽에 X 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__ 본인은 어떠한 질문도 없으며 자녀가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__ 본인은 자녀가 이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아래에 자녀의 이름과 학년을 정자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여러분의 선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의 이름과 성을 정자로 기재 학생의 학년 

학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작성을 완료한 양식을 2 월 2 일까지 strategicplan@fcps.edu 로 보내시거나 자녀의 학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mailto:lmsmith3@fcps.edu
mailto:kmorris@fcps.edu
mailto:strategicplan@fcps.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