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용 버전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얼바인교육구 커뮤니티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지사의 스테이홈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IUSD 학교는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비상 원격 학습을 계속해서 제공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구의 목표는 적절한 학년 수준의 스킬과 콘텐츠 지식을 쌓고 학생과 교사 간의 연결을 
유지하며 학생, 가족, 교직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은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학생 
성적 채점에 대한 다른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일부 학생들이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새로운 과제를 처리하거나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보여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저소득층 
학생들과 특별한 필요를 지닌 학생들은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원격 학습에 온전히 참여할 여건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전역에 존재하는 불안, 스트레스, 그리고 내재된 교육 불평등을 인식하여, 고등 
교육 기관들은 학생 성적을 매기는 가장 공평한 접근법으로서 크레딧/노크레딧 (패스/논패스) 
모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젯밤 이사회에서 철저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교육위원회는 2019~20학년도 모든 
학생의 마지막 학기말 성적 보고를 '크레딧/노크레딧’'으로 전환하기를 추천한 IUSD 교직원의 
권고를 승인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에는 비상 원격 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한다”는 성적 평가 관행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주 교육위원회의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 결정에는 UC, CSU, 커뮤니티 컬리지, 스탠포드 대학의 Challenge 
Success, 명문대학 입학사정관, IUSD 교장, 교사 및 리더십, 오렌지 카운티 교육청 및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들의 피드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대학은 크레딧/노크레딧으로의 전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CSU와 UC는 원격 
학습으로 인한 불가피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겨울/봄/여름 A-G 과정의 크레딧 또는 
패스 성적을 인정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학생에게 COVID-19으로 인한 
각 교육구의 성적 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는 없을 것이다.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JGIpqEZxB6MJUXb6Pi8rHg~~/AAAAAQA~/RgRgS7RjP0Q3aHR0cHM6Ly9pdXNkLm9yZy9hcnRpY2xlL2Nvcm9uYXZpcnVzLXVwZGF0ZS1zdXB0LXdhbGtlclcHc2Nob29sbUIKAADjgGpeBlmt0FIRSW5zdW5LaW1AaXVzZC5vcmdYBAAAAAE~
http://www.iusd.org/COVID19
http://www.iusd.org/COVID19


대학들은 학교 프로필이라고 불리는 모든 고등학교의 공식 문서에 크게 의존합니다. 학교 
프로필은 졸업 요건, 성적 계산, 어너과목, 평균 SAT/ACT 점수 및 학교의 독특한 기타 요소들을 
포함한 상황을 대학에 설명합니다. 이 경우, 국가 팬데믹 사태에서 크레딧/노크레딧으로의 
전환이 서술되고 패널티 없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일시적이며, 2020~21년 
학사일정에 학생과 교직원이 복귀하면 중단됩니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의 Challenge Success 프로그램과 공평한 채점의 저자 죠 펠드맨은 원격 
학습에 대한 성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COVID-19 중 채점 / 크레딧 정책에 대한 지침 및 
COVID-19 중 채점에 대한 권장 사항. 그들의 연구는 COVID-19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 교육구는 크레딧/노크레딧으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들과 가족들이 이러한 변화된 학교 
환경에서 경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압박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치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업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족을 안심시키는 한편,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게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을 계속 지원하고, 연결고리를 쌓고, 원격 학습 기간 동안 지원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교사, 교직원 및 행정관리자는 학생들이 학습에 계속 열심히 참여하고 연결되고 관심을 가지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계속해서 매일 연락하고, 과제를 주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나이에 맞는 온라인 토론 포럼을 가지며, 학생들이 필수 학습 목표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IUSD는 학생들이 다음 
학년에서 성공적인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iusd.org/COVID19의 전용 COVID-19 리소스 웹 페이지를 계속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는 원격 학습 정보 및 지원, 정신 건강 및 웰빙 자원 및 연락처, 급식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지원, 보충 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파트너쉽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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