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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임시로 바뀐 학점  

2020년 3월 18일 - 학교 문닫음에 뭔격 교육 마감 
 
현재 캘리포니아 지사에 명령에따라 풀러튼 조인트 유니언 고등학교 는 원격 수업을 

이번 해 말까지 계속 할 것입니다. 저희 학교들은 2020년 3월 16일 부터 학교 문들을 

닫고 원격 수업을 시작 했습니다. 행정 명령으로 인하여 FJUHSD 학교들은 원격 수업으로 

들어갔고,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것입니다.   
 
COVID-19 사태와 원격 수업으로 들어간 이유로 학점도 포함하여 문제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에 

웰비잉을 위하여 FJUHSD는 선생님 협해와 같이 어떻게 학점을 줄건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러한 

미팅을 통해 저희는 이사회에게 나온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얘기와 대화를 통해  2020년 4월 23일 특별 이사회 미팅에서 2019/20년 아이템 37을 허가 

했습니다. 새로운 학점 시스템은 당장 사용이 되며  
 

어제 이사회 미팅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 새로운 학점 과정을 이번 2020년 봄학기 와 학교들이 

문을 열을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학점 시스템은 보통 A-F 를 주는 시스템과 달리 A-C 혹은 

No Credits 을 마지막 학점 기간에 사용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그전에 학점들을에 해당 

안되며 이번 마지막 학점 기간에만 해당 됩니다. 이사회의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어진 

지침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학과에서 주어진 진침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새로운 학점 시스템은 아래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A 에서 C 혹은 No Credits을 받을것입니다. 
• D학점은 C로 올릴 것입니다. 

• 55% 이하를 받는 학생은 No Credit을 받을수 있습니다. 

• D 나 F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 A에서 C는 학점 계산에 들어가지만 No Credits은 학점계산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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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번 시스템을 고려 하면서, 학생에 웰비잉이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 생각 했습니다. 

주에서 주어진 기준들을 생각 하며 선생님들은 학생의 교육 목표, 시험, 혹은 프로젝트 등을 

변화시켜 학생들에게 주어야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학들은 COVID-19 로 인하여 주어진 상황들을 이해해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확실하게 학생에 학점 시스템이 바껴도 학생에게 벌점은 

안주어질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변화된 학점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교육학과에서 내려진 진침들 

그리고 법적으로 학생들에게피해가 안가도록 바뀐것입니다. 선생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계속 참여 하며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원격 수업에 집중 할것 

입니다. 선생님들은 매일 수업 과제를 줄것이고 과제 평과와 온라인으로 내용 나눔을 

할것입니다. FJUHSD는 학생들이 다음 교육과정에 준비할수 있도록 노력 할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에 찾을수 있습니다. 
 

대학교 링크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장관 - 2020년 3월 31일 첫 학기 학생들 
o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csuadmissioncovid19impact.p

df 
• 캘리포니아 대학 - 2020년 4월 1일 대학 대표 

o 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press-room/uc-eases-admissions-
requirements-help-students-families-wake-covid-19 

o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ucadmissionscovid19.pdf 
• 사립 대학 

o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aiccuhsjuniorsseniors 
• 대학 편지 

o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jointk12highereducation.pdf 

위기 자원 

• 위기 문자: "home" 을 이 번호  741-741 문자 하십시요 

• 자살 방지 번호: 1-800-273-8255 

• 위기 방지 번호 24-시간, 바로, 개인 정보 보호 자살 방지 번호: 1-877-7-CRISIS or 1-877- 
724-4747 

• 인터멧 서비스 8:00 a.m. to Midnight M-F Call 1-877- 910-WARM or 1-877-910-9276  

• 학생 보호 팀 714-517-6353 or 1-866-830-6011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csuadmissioncovid19impact.pdf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csuadmissioncovid19impact.pdf
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press-room/uc-eases-admissions-requirements-help-students-families-wake-covid-19
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press-room/uc-eases-admissions-requirements-help-students-families-wake-covid-19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ucadmissionscovid19.pdf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aiccuhsjuniorsseniors.pdf
https://www.cde.ca.gov/ls/he/hn/documents/jointk12highereduc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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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 

• 애들 정신 도움 앱 

• 정신 건강에 도우는 앱 탑 10 

정보 

• 부모와 아이에 혼란 도움 

• 원격 수업에 애들 도와주기 

• 어른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원 

• 애들이 애들 도와주기 

저의 사회에는 현재 학생들, 대학들, 직원, 가족들 그리고 교육학과들이랑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는 항상 위대한 교육을 자랑하며 계속 교육을 할것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Sincerely, 

 
V. Scott Scambray, Ed.D. 
Superintendent 

https://copingskillsforkids.com/blog/apps-to-help-kids-with-anxiety
https://psychcentral.com/blog/top-10-free-mental-health-app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managing-stress-anxiety.html?CDC_AA_refVal=https%3A%2F%2Fwww.cdc.gov%2Fcoronavirus%2F2019-ncov%2Fprepare%2Fmanaging-stress-anxiety.html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helping-children-cope-with-changes-resulting-from-covid-19
https://drive.google.com/file/d/1k9J5pD6PK-PREc4BifyOq2v9QXtqrB5B/view
https://teenlineonlin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