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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dock 초등학교 
782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중앙 전화선: (703) 914-7300         출석 전화선: (703) 914-7333          팩스: (703) 914-7397 

웹사이트:  http://www.fcps.edu/BraddockES/ 

학교 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40분 
지각을 알리는 종은 오전 8시 55분에 울림 

모든 학생은오전 8시 30분에 교실에서 무료 아침식사를 시작함 

교
훈 29개의 나라, 32개의 언어, 한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비결은 다양성입니다

비
전

우리 Braddock 공동체의  

학생들과 직원들은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학습과 관련된 학습에 큰 뜻을 두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함 

사
명

안전하고 지원을 격려하는 환경에서 

배움에 대한 사랑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교육하는 것

운
영

 원
칙

1. 교내에서 학생과 성인이 상호 신뢰, 존중, 사랑을 통해 배움을 키우는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며 격려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함.
2. 각 학생이 학습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하며 학생이 꿈꾸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는 높은 기대와
믿음을 고취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함.

3. 학부모와 공동체 구성원은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확신함.
4. 다양성은 가치 있고 존중받는 자산임을 우리는 확신함.

Braddock 초등학교 행정팀 

Keesha Jackson-Muir 
학교장

knjacksonmui@fcps.edu

Mattie Fallen 
 교감

mdfallen@fcps.edu 

Liz Beaty 
교감

embeaty@fcps.edu 

http://www.fcps.edu/BraddockES/
mailto:knjacksonmui@fcps.edu
mailto:mdfallen@fcps.edu
mailto:embeaty@fcp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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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말씀: 
학생-학부모를 위한 안내서는 Braddock 초등학교 (BES) 운영에 관한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학년 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치 마시고 학교 
사무실, 703-914-73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 도달을 위해 가정과 학교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안내서를 빠짐없이 읽으시고 자녀와 함께 안내서에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학교가 기대하는 사항 및 절차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즐겁고 생산적인 한 학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학부모 교사 협회 (PTA)의 말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학부모, 교직원, 행정인들이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가지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학교가 될 것입니다. Braddock 초등학교 학부모 교사 협회 (PTA)의 목표는 학부모들과 교직원 
간의 대화를 연결하는 연락망 역할을 하고 교육적으로 노력하는 교직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PTA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PTA 웹사이트, https://www.facebook.com/braddock.pta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tacy Arth, PTA 회장
우리는 Braddock 초등학교가 가정과 학교 간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가족, 공동체 그룹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일할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맡은 일을 더 잘 수행하고 더 오랜 기간 (중퇴하지 않고) 학교에 출석하며 학교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Braddock 초등학교는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 
학교의 월간 소식지, Eagle Express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학교, 공동체 간의 대화와 협조는 전인적 
아동을 교육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 학생 성취와 성공은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삼각형의 한 
부분을 잃게 되면,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학생

학부모/보호자 BRADDOCK 직원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자원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학부모 연락 담당인에게 연락하시거나 학교 사무실, 703-914-73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Braddock 초등학교는 모든 자원봉사자를 환영합니다. 

https://www.facebook.com/braddock.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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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Braddock 가족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는 여러분 자녀의 교육 여정에서 일부를 담당하게 됨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자녀 
성공은 학교에 대한 자녀의 태도와 여러분의 학교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자녀가 수준 높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도와줌 (예, 능숙한 그리고 그 이상 수준의 
읽기, 쓰기, 수학을 학습) 

 자녀가 적절한 시간에 취침하도록 하고 취침하는 동안 방 안에 전자기기를 두지 않음 
• 충분한 수면은 모든 아동에게 아주 중요함  

 매일 정각에 자녀가 학교에 등교하도록 함 
 매일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자녀를 격려함 

•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 
•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함 
• 공격적인 행동 (예, 때림, 밀침, 떠밈, 나쁜 단어 사용, 왕따) 대신에 친절한 말을 
사용하여 대화를 나눔 

 자녀가 집에서 읽기, 쓰기, 수학을 연습하도록 함  
• 숙제는 연습임 
• 자녀가 읽기, 쓰기, 수학에 능숙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처럼 매일 연습해야 함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부모를 위한 교육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및 자녀를 최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 

 자녀의 분기별 중간 성적 및 성적표를 확인함 
 학부모-교사 회의에 참석함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함 
 학급 또는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항상 대단히 감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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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훈육에 관한 절차 및 기대

Braddock 초등학교는 반응하는 교실,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긍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Braddock 초등학교는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을 사용하는 반응하는 교실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Braddock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함, 보살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긍정 프로젝트 학교입니다.  

교직원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반응하는 교실 원칙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적합하게 반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침 모임, 학급에서의 기대 행동 및 규칙, 학생의 생각을 반영하는 용지, 논리적 
결과, 교사의 언어 사용, 가정-학교 간의 연결 도모. 학업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사회적 행동을 
가르치는 것은 정의된 행동 기대를 확실히 가르치기 위해 사용된 선행 연구에 기반한 전략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중재 및 지원을 사용하여 이러한 가르침을 강화합니다. 
이 반응하는 교실은 한 학년 내내 진행됩니다. 

성공을 위한 BRADDOCK 규칙 
우리는 Braddock 초등학교에서 매일 학습하며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독수리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는 성공을 위한 Braddock 규칙을 준수하여 이러한 노력을 
수행합니다. 

B
ra

dd
oc

k 
학
생
들
의

날
아
오
름 Braddock 학교 전체 서약 

Braddock 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3개의 규칙/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행동
존중하는 행동
책임 있는 행동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결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떠날 때는 다음과 같은 ... (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중, 관용, 타인을 수용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 
자신을 독서가, 작가, 평생 학습자라고 여김. 

우리 학생들은 협조자, 소통자,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자, 도덕적인 글로벌 시민, 목표-지향적 및 회복력
있는 개인입니다. 

B
ra

dd
oc

k 
신
념

 

우리는 Braddock의 독수리들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똑똑하고 그리고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Braddock 독수리들의 날아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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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 학사 일정 
오픈 하우스 8월 24일 3시간 일찍 하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공휴일-휴교 
1월 18일 
1월 21일 

개학일 8월 28일 제 2 성적 분기 끝나는 날 
학생 휴일 –휴교 

1월 24일 
1월 25일 

노동절- 휴교 
3시간 일찍 하교  
백-투-스쿨 나잇 (유치원, 3-5학년생) 
백-투-스쿨 나잇 (유치원-2학년생) 

9월 3일 
9월 19일 
9월 25일 
9월 26일 

학생 휴일-휴교 2월 4일 

대통령의 날-휴교 2월 18일 

콜럼버스의 날-휴교 10월 8일 
3시간 일찍 하교 
제 3 성적 분기 끝나는 날 
학생 휴일-휴교 

3월 11일 
4월 4일 
4월 5일 

제 1 성적 분기 끝나는 날 11월 2일 봄방학-휴교  4월 15-19일 

학생 휴일- 휴교 
추수 감사절 휴일-휴교 

11월 5-6일 
11월 21-23일 

현충일-휴교 5월 27일 

학년 종강일 6월 13일 

3시간 일찍 하교 
겨울 방학-휴교 

12월 14일 
12월 24일- 
1월 4일 

News You Choose (여러분이 선택한 소식) 전달문
Braddock 초등학교는 소식지, 행사, 중요한 학사 일정 상기 사항과 같이 “응급 
상황이 아닌” 전달 사항을 알리기 위해 KIT (연락 유지) 메시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달받기 원하시는 분은: 
 Braddock 초등학교의 저녁 행사
 학생 휴일
 성적표 및 중간 성적 날짜
 학생 시험 날짜
 Eagle Express 학부모 소식지
 중요한 월별 일정 날짜
 학부모 교사 협회(PTA) 소식
 학부모와 함께 하는 커피 시간
 공동체 행사
 현장 학습 (견학) 상기 사항

Braddock 초등학교 웹사이트에서 News You Choose를 받아보도록 등록해야 
합니다: http://www2.fcps.edu/BraddockES/parents.html 

여기를 클릭: News You Choose를 위한 등록 또는 갱신. 

http://www2.fcps.edu/BraddockES/par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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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 정보

결석:  학생이 결석하게 되면, 학부모가 기재한 
결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전 9시 이전에 
출석 전화선, 703-914-7333으로 전화하여 학교에 
통지하시는 것은 학부모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성과 이름, 학년, 교사의 성명, 결석 사유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수두, 결막염, 
패혈성 인후염과 같이 전염될 수 있는 질병에
감염되었다면 학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고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질병; 
가족원의 사망; 의료진과의 예약; 또는 종교적 
휴일을 지킴. 다음은 무단결석 및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가족 여행; 아동 보호 (탁아) 문제; 
늦잠;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들; 교통 체증; 
버스를 놓침. 가족 휴가는 학교 방학 중에

계획하셔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가족의 휴가로 

인해 교육의 진행을 방해하는 교육적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입학 및 등록 절차:  학생들은 9월 30일/또는 그 
이전에 5세가 되면 버지니아주에 있는 유치원에 
입학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Fairfax 카운티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주거 증명, 출생증명서 
원본, 신체검사 그리고 학생이 이하선염, 홍역,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PT), 
소아마비 (OPV), 수두, B형 간염 시리즈를 
접종하였다는 예방접종 기록서나 기타 수용될 수
있는 의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모든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아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고급 학업 (지역 학교가 제공하는 4단계 프로그램):  
FCPS는모든 학생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더욱
도전적이고 엄정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계 영재/고급 학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준비가 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서 교사, 행정인, 전문가들은 각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cps.edu/is/aap/index.shtml 

Braddock 초등학교는 4단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학교 센터입니다. 우리 학교 센터는
2학년부터 상급 수학을 시작하여 5학년까지 
진행합니다. 우리는 지정된 센터 학교인 
Canterbury Woods 초등학교가 제공하는 똑같은 
엄정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우리 학교가 
Canterbury Woods 초등학교와 다른 한 가지는 
Canterbury Woods 초등학교에서는 센터 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유자격 학생 (선발 과정을 통해 
FCPS 센터 심사 위원회에 의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으로 확인된 모든 학생이 한 

학급에 모여 공부하기에 학급의 학생 수가 많다는
점입니다. Braddock 초등학교의 최대 수용 학급 
학생 수는 25명 미만입니다. 질문은 학교장, 
Keesha Jackson-Muir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등교 절차: 직접 운전하여 자녀를 학교로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빨간색 등이 깜빡거리는 학교 버스를 보시면, 
운전을 멈추거나 기다리셔야 합니다. 카운티 
경찰은 학교 버스의 빨간색 등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 학교 소유지에서 학교 버스를 지나간 차는 버스
기사가 해당 차량 번호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구에 있는 버스 진입로에는 버스 이외의 
다른 차들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등교 시간 
동안 모든 차는 키스 앤 라이드 차선을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키스 앤 라이드 차선에서 기다리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키스 앤 라이드 차선이 폐쇄되면, 진입로에 그러한 
내용의 푯말을 놓게 될 것이며 학부모/보호자들은 
차를 주차한 후 자녀들과 함께 학교 사무실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백-투-스쿨 나잇: 
학부모들이 자녀의 백-투-스쿨 나잇에 
참석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이 시간은 
학부모/보호자들이 자녀가 매일 지내게 될 세상을 
보실 수 있으며 자녀를 담당하게 될 교사들을
만나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가정-학교 간의 중요한 연결 구축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기도 합니다. 
이 저녁 행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룰 것입니다: 
교직원 소개, 매일의 학생 일과에 대한 개관, 학교 
일정, 목표, 활동, 숙제 방침, 훈육 계획, 이번 
학년도와 다음 학년도에 자녀가 배우게 될 학년별
교과과정. 이 시간은 11월에 갖게 될 학부모/교사 
회의 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학교 시작 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학교 시작 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은 여러
교직원에 의해 계획됩니다. 학생들에게 
보강/중재/보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서에 서명하시고 학급 교사에게 서면으로
자녀가 참석한다는 사실과 프로그램이 끝나면
누가 학생을 데려가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정각에 자녀를 데려다주고
그리고/또는 데려가셔야 합니다. 

행동:  모든 학생은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개학 후 첫 2주 동안 우리는 모든 학생과 
함께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 규정 (SR&R-2601)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http://www.fcps.edu/is/aap/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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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고,
협조적이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

 기본적인 학교 안전 규칙을 준수. 등하교
시간, 학교 버스, 버스 정거장, 학교
건물에서 이러한 학교 안전 규칙을 준수.

 학생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 규정을 따르는
의무를 준수.

 매일 정각에 학교에 도착하여 학습을
준비.

특정 유형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영역의 위반은 징계 조치를 받는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심술궂은 행동 그리고/또는 왕따
 싸움 또는 폭행
 도박

 불순종

 무기 또는 무기처럼 보이는 것을 소지
 남용 물질처럼 보이는 것을 소지
 담배 제품처럼 보이는 것을 소지
 학교나 학교 행사에서 약물을 남용
 절도 행위
 신체적 상해를 입히며 다른 사람을 위협
 언어상 또는 신체상으로 괴롭힘

Braddock 초등학교 웹사이트: Braddock 
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 프로그램, 학년별 교과과정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학교 웹사이트: 
http://www.fcps.edu/BraddockES/ 

자전거 및 스쿠터:  오직 4-5학년생들에게만 1년 
단위로 Braddock 초등학교에 자전거/스쿠터를 
타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학부모로부터 자전거/스쿠터를 타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학생들에게만 허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안전을 고려하여 내린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자전거/스쿠터를 타고 등하교하는 
것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FCPS 허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앙 사무실에 오셔서 이러한 
허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게양대 근처의 자전거
세움대에 자전거/스쿠터를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적합한 자물쇠를 가져와야 합니다. 학교는 
분실된/훔쳐 간/훼손된 자전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기 사항:  버지니아법은 자전거/스쿠터를 타는 
14세 미만의 모든 학생은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생일:  새로운 방침- 학교식당에서 더 이상 생일
축하 파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 수가 많은 관계로 
자녀의 생일 축하를 위해 달콤한 음식을 학교에
가져오시지 않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달콤한 음식 대신, 학급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학습에 필요한 물품 (예, 연필, 지우개 등등)을 
구입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의 생일을 위해 
달콤한 음식을 가져오기 원하시면, 미리 학급 
교사와 상의하신 후 생일 축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즉시 중앙 사무실에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일 축하 시간은 자녀의 교실에서 수업이 끝날
무렵에 가질 것입니다.  

아침 식사: Braddock 초등학교는 무료 아침 식사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FCPS는 아침 식사를 
포함한 메뉴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매일 오전 8시 30분-8시 45분에 교실에서 
제공됩니다. 학생들은 8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하여 바로 교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각에 학교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식당에서의 바른 행동: 
 나는 학교 식당에 가기 전 또는 학교
식당을 떠난 후 화장실을 사용할 것임.

 나는 나의 음식/음료수만을 먹고 마실
것임.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고 배정된
좌석에 앉아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을
들 것이며 자제력을 가지고 행동할 것임.

 나는 학교 식당에 있는 성인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할 것임.

휴대 전화:  학생은 학교 버스, 학교 시간 중, 방과 
후 활동을 포함하여 학교 소유지에서 휴대 전화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 전화는 전원을 
꺼둔 상태로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대체 교사들을 제외한 오직 Braddock 초등학교 
직원들만 학생이 학교 시간 중에 휴대 전화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후원하는 
행사 중에서도 이러한 규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학부모/보호자가 자녀로 하여금 휴대 전화의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서면의 허가서를 제출하여
학교 행정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한, 학교 
또는 현장 학습 중에 휴대 전화의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FCPS는 금지된 물품으로 학교가 
압수한 경우를 제외한 휴대 전화를 포함한
개인용품을 학교로 가져온 경우, 그러한 용품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는 
휴대 전화를 학교 버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http://www.fcps.edu/Braddoc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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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위한 폴더 (가족들이 알아야 할 학생 
과제 및 기타 정보):  가정과 학교 간의 좋은 
의사소통은 학생이 성공적인 학교 경험을 갖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금요일은 학교 공지사항, 
소식지, 급식 메뉴, 학생 과제 폴더, 중간 성적표, 
성적표 (한 학년도에 4번의 성적표가 나옴), 기타 
유인물을 학부모들이 보실 수 있도록 집으로
가져가는 날로 정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도 가정으로 보내는
통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일정은 특별 행사와 학부모를 위한 정보를
중점으로 다루는 학교 소식지인 Eagle Express를 
통해 매달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Eagle 
Express는 이메일로 보내는 News You Choose 
(여러분이 선택한 소식) 메시지를 통해 또는 우리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교 지연/일찍 하교: 악천후, 눈, 찌는 듯한 더위 
등의 날씨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거나, 늦게 
등교하거나, 일찍 하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이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합니다. 채널 
21은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의 공식 
채널이며 하루 종일 지속해서 메시지를
보도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웹사이트를 접속하여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fcps.edu/news/emerg.shtml.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Braddock 초등학교로 전화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 FCPS 비상 정보와 상기 
사항을 여러분의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FCPS 웹사이트, www.fcps.edu에서 “Keep in Touch 
(연락 유지)”에 등록하시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Keep in Touch email을 클릭) 학교에 늦게 
등교하는 날에는 학생들을 감독할 직원들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늦게 등교하거나 일찍 하교하는
날에는 자녀를 감독할 사람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며, 자녀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교 절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는 오후 
3시 40분에 마칩니다. 자녀들을 직접 데려가시는 
학부모들은 (키스 앤 라이드 차선에서) 오후 3시 
40분에 자녀들을 데려가셔야 합니다. 긴 줄을 
피하시려면, 일찍 도착하셔야 합니다. 방과 후에는 
학생들을 돌보는 감독인이 없습니다. 자녀의 
교통편에 대한 변경은 해당일 아침, 자녀의 학교 
등교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변동 사항을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리셔야
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학부모들은 친구 및 
이웃에게 미리 부탁하여 계획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학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서면 요청이나 전화가 없으면, 자녀는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하교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키스 앤 라이드 과정:  

학생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 입구의 버스
진입로에는 버스 이외의 다른 차들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교 시간에 모든 차는 키스 
앤 라이드 차선을 따라 운전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거나 키스 앤
라이드 차선에서 기다리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앞 커브나 Braddock 초등학교 길 
건너편의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지 마시길 바라며
자녀를 데려가기 위해 길을 건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관계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오직 정해진 키스 앤 
라이드 구역에서 내려주고 데려가셔야 합니다. 
오전 8시 50분에 키스 앤 라이드 차선이 폐쇄되면, 
진입로에 그러한 내용의 푯말을 놓게 될 것이며
학부모/보호자들은 차를 주차한 후 자녀들과 함께 
학교 사무실 (1번 입구)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학생의 조퇴: 
조퇴가 필요한 학생들은 오후 3시 이전에 
데려가셔야 합니다. Fairfax 카운티는 학부모 및 
방문자들이 학생을 데려가는 사인 아웃 (이름 및 
학교를 떠나는 시간을 기록하는) 절차를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예, 운전면허증, 여권)을 
보여주도록 요구합니다. 학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학생을 데려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비상
연락 정보 양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그 사람이
학생을 데려가도록 허가하는 확인 전화를
학부모에게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허가하고 비상 
연락 정보 양식에 이름을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학생을 데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보호자가 사무실에 도착하기 전에는 
학생들을 사무실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다른 곳에 가야 하는 예약이 있다면, 사무실 직원이 
여러분의 자녀를(들을) 데려오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조금 일찍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거듭되는 학교 조퇴는 학생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자녀가 정각에 학교에 도착하여 학교 시간 내내
학교에 머물러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교시간 중에 자녀가 조퇴해야 할 
경우, 학부모는 교사에게 서면의 요청을 보내거나 
중앙 사무실로 전화하여 통보하셔야 합니다.   

발달적 읽기 평가 (DRA):  유치원부터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1년에 2번 발달적 읽기 평가
(DRA)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가는 읽기, 독해, 
작문에 대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의 읽기 

http://www.fcps.edu/news/emerg.shtml
http://www.fcp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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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1년 내내 이 자료를 
사용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우리 학교, 703-914-
7300으로 전화하여 읽기 자원 교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복장 규범:  교육위원회 규정 2601.21P는 모든 
학생이 유치원-12학년생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복장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교육 환경을 
방해하거나 해치는 복장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속한, 차별적인, 음란한 언어나 형상을 담은 
의복 또는 갱 상징, 무기, 약물, 알코올, 담배 또는 
약물과 관련된 기구들의 불법적 사용과 같이 법에
위배되거나 폭력적 행동을 권장하는 의복 또는 갱
상징과 같이 위협적인 내용을 담은 의복들을
금지합니다.  

학생들의 복장은 몸에 맞고 깔끔하고 깨끗해야
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좋은 취향과 품위에
맞는 복장이어야 합니다. 가슴골, 음부, 몸통의 
중앙 부분이나 속옷을 보여주는 복장, 즉, 
성적으로 자극하는 복장은 금지합니다. 단지 
여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복장들이 금지됩니다: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 
입거나 또는 엉덩이부터 허리까지의 밑동이 매우
짧은 바지 (골반 바지), 가슴골을 보여주는 목선이 
깊게 파진 옷, 어깨 부분이 없이 몸통만 가리는 꼭 
끼는 상의 (tube top), 등과 팔을 노출시키며 등에서 
끈으로 묶는 상의(halter top), 등부분이 없는 
블라우스 또는 등부분을 노출시키며 등쪽에서
끈으로 묶는 블라우스, 큰 징 장식이 박혀있는 
벨트, 쇠사슬로 된 벨트, 속이 다 비치는 감으로 된 
옷, 종교적 또는 의학적 목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한, 머리를 감싸는 복장. 

종교적 신념, 장애 또는 기타 타당한 이유로 인해 
편의 사항이 필요한 학생의 학부모들은
학교장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장 
규범을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학생이 입은 복장 
위에 다른 옷을 입어 가리도록, 다른 복장으로 
갈아입도록 또는 집으로 가도록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학생들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행 규정 2613은 
추가의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녁시간/PTA 행사에 학생을 데려다줄 경우 적용 
방침:  우리 학교는 가족들에게 학교 및 PTA 
행사를 제공하며 이러한 행사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즐기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나 저녁 시간에는 학생들을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직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데려다줄 경우 적용되는 방침입니다: 

 모든 학생은 성인 (21세 또는 그 이상)과
동행해야 하며 성인의 감독이 요구됨.

초등학교 성적표: 성적표는 9주간의 한 분기가 
끝날 때, 즉 1년에 4번 발부합니다:  11월, 2월, 4월, 
6월. 중간 성적표는 한 분기의 중간 시기에 
가정으로 보내집니다. 학부모 회의는 첫 번째 
성적표가 발부된 후에 또는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성적은 다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각 과목에 할당된 과제를 완수.
 학습 능력을 적용.
 작문 수준.
 수업 참여 수준.
 공식 및 비공식 시험 결과.
 각 과목에서의 능력 여부.

비상 연락 정보 양식:  모든 학부모는 개학일에 
비상 연락 정보 양식을 작성하시도록
요청받습니다. 이 양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즉시 
학교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필요하다면
학생을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자녀가 특별한 의학적 필요를 가지고 있다면, 이 
양식에 그러한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을 가장 최근 정보로 갱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사하셨거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면, 즉시 이러한 사실을 학교 사무실로
알리셔야 합니다. 

외국어 사용자를 위한 영어(ESOL):  이 
프로그램은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들 그리고 능숙한 영어 습득을 위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ESOL 학생들은 영주 거주자, 
임시 거주자, 미국에서 태어난 자 또는 난민자일 
수 있습니다. 

ESOL 교사를 포함한 학급 교사, 특수교육 교사, 
전문가, 학습 자원 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중요한 학업적, 사회적, 문화적 사안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일합니다. 학급 교사와 학습 자원 
교사들은 학습 내용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ESOL 교사들은 언어 (읽기/쓰기), 수학, 과학 
그리고/또는 사회 과목 학습을 제공하며 전 
교직원들에게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의 자원을 
제공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에 재학 중인 모든 초등학교 
ESOL 학생은 학년 수준에 적합한 학급으로 
배정됩니다. 이러한 배정은 동급생들이 언어상 
소수 그룹 학생들에게 언어 및 사회성 개발의
적합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ESOL 
학생들은 언어를 보강하는 추가의 언어 강화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학습하고 학급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언어상 소수 그룹에 속하는 유치원생들은 ESOL 
교사로부터 직접적 학습을 지도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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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의 언어 습득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직접적 활동, 풍부한 언어, 자연스러운 상호 
교류와 참여를 통해 충족됩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학교의 ESOL 교사와 협력하도록 권장 받습니다. 

가족생활 교육 (FLE):  FCPS는 유치원생부터 
12학년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가족생활 
교육(FLE)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가족생활 
교육(FLE) 프로그램은 인간 성장 및 발달, 
인간관계, 약물 남용, 정서적 및 사회적 건강과 
관련된 건전하고 책임감 있고 존중받는 삶을
지향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 태도, 능력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수업은 결속력이 강한 가족, 긍정적인 관계, 
건강한 지역사회 개발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 및 보호자, 학교,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학년별 가족생활 교육(FLE) 수업에 대한 
설명을 언제든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검토를 원하시는 학부모들은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해당 수업에서 
자녀를 제외하는 요청을 특별히 하시지 않는 한, 
모든 학생은 가족생활 교육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보호자들은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선택을 한 학생들에게는 나이에 
알맞은 대안 보건 학습을 제공하며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학년도에 가족생활 교육 프로그램 (FLE) 
전체 또는 일부에서 자녀를 제외하기 원하시거나
학년별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http://www.fcps.edu/is/hpe/fle.shtml에서 
제외 선택 양식, 제외 선택 편지, 학년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하셔서 9월 
말 또는 가족생활 교육 학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녀의 학급 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학습 (견학):  현장 학습은 교실에서 배운 내
용을 강화하기 위해 갖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금 
마련 활동을 통해 학교와 PTA는 학생들이 현장 학
습을 갈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합니다. 현장 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됩니다. 교사들은 현장 학습 시에 학부모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장 학습에 관한 
통지를 받으시면 그러한 기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현장 학습은 학부모가 경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학부모/보호자들은 반드시 
정확한 현장 학습 비용 지불과 함께 현장 학습
허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학교는 
거스름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는 여러분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재, 토네이도, 안전 대피 훈련 절차:  개학 후 첫
번째 달에는 매주 그리고 그 후에는 매달 한 번씩
한 학년 동안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화재 대피 훈련 동안 모든 사람은 즉시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 학년 동안 여러 번의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훈련 중에 학교를
방문하시면, 여러분은 학생들이 건물로 들어가고 
나가는 훈련을 다 마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비상사태 발생 시에 더 잘
대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잊고 가져오지 않은 물품:  만약 학생이 악기, 숙제, 
점심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면, 학부모/보호자는 
학교로 그 물품을 가져오실 수 있으며 그 물품은
학교 사무실에 보관될 것입니다. 사무실에 와서 
해당 물품을 가져가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생이 숙제를 잊어버리고 집으로 가져오지 않아
학부모/보호자가 학생을 다시 학교로 데리고 온 
경우, 사무실은 학생의 학급으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사가 그 시간에 교실에 있다면, 
학생은 교실로 가서 숙제를 가져오도록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교사가 퇴근하였다면, 학생은 
교실에 갈 수 있도록 허락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교실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가방에 넣는 책임을 완수하도록 자녀를
격려하시고 자녀와 함께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외국어(FLES):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외국어 (FLES)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과학과 STEAM (과학, 
테크놀러지, 엔지니어링, 미술, 수학) 교육의 통합 
내용을 통해 세계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모든 초등학생에게 언어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FLES의 목표는 과학에 중점을 둔 STEAM 교육을 
통해 세계 언어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21세기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과제에 기반한 학습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언어를 배움과 동시에 모든 영역의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http://www.fcps.edu/is/hpe/fle.shtml


  11  
  

Braddock 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한 주간에 
60분의 외국어 학습을 제공합니다. 이 모델은 세계 
언어 (의사소통, 문화, 연결, 비교, 공동체)에 대한 
국가 표준의 다섯 가지 목표 영역을 지원하며 

외국어에 대한 버지니아주 표준 학습 (SOL) 
지침을 따릅니다. 
 
5학년생들을 위한 수상식 및 진급식: 우리는 
5학년생들을 위한 특별한 진급식과 수상식을 
개최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하 행사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학년도에 이룬 성장과 더불어 
그들이 이룬 성취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학급 교사들과 전문가들 역시 이 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학교 식당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여러분도 참석하여 주실 것을 권장하며 행사 
후에는 바로 학교 뜰에서 (날씨가 허락하면) 또는 
체육관에서 축하 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 날에 자녀가 적합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의상 선택에 여러분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이 행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만큼 좋은 
모양새를 갖추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학생들은 긴 바지와 컬러가 달린 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여학생들은 편안한 의복과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여학생들은 짧은 치마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학생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 층계를 오르고 내리게 될 것이므로, 학생들의 
안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적합한 복장의 예를 
보여주는 성공을 위한 복장 (A Dress for Success) 
안내지가 5월 마지막 주에 각 학생 가족의 집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진급식은 6월 11일, 화요일에 갖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5시 30분 정각에 시작하며 오후 
5시 15분부터 학교 식당에 입장합니다. 학생들은 
오후 5시까지 학교에 도착하여 체육관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복도에서의 절차:  소그룹과 학급 단위 그룹에 
대한 복도에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은 복도의 오른편에 한 줄로 서서 
조용히 걷고 학급 교사가 지정하는 지점에서 
멈춤. 

 학생들은 벽으로부터 2번째 타일을 따라 걸음. 
 학생들은 오른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옴. 
 학생들은 언제든지 배정받은 친구(buddy) 
또는 학급 전체와 함께 걸어야 하며 얼굴은 
앞을 향함. 

 
보건실:  학교 보건실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학교 보건실 
보조사 (SHA)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는 학교 공중 보건 간호사(PHN)도 
있습니다.  
 

학교 보건실은 의료 진료소가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여러분은 안내 지침에 따라 연락받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집으로 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가능한 한 빨리 자녀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지역에 있는 비상 연락인들의 이름을 
자녀의 비상 연락 정보 양식에 기재하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비상 연락인들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데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픈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지 않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는 집중하거나 학업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건강에도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열 그리고/또는 구토 증세가 
사라진 후 24시간 동안은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상의 
염려가 있다면, 건강 정보 양식에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생에 대한 건강상의 
염려가 변경될 수 있는 관계로 건강에 관한 정보를 
해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기밀이 
유지될 것입니다. 자녀가 가진 특정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공중 보건 간호사와 상의하기 
원하시면, 학교 보건실, 703-914-731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의약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 시간 중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학부모나 보호자 그리고 자녀의 
의사가 작성한 학교 의약품 양식과 함께 자녀의 
약을 학교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의약품 양식은 
학교 보건실, 학교 사무실 또는 온라인 
http://www.fcps.edu/forms.shtml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편으로 약을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학부모/보호자는 직접 학교로 약을 
가져오시거나 학교로부터 약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의 분실, 훼손 또는 다른 
학생들이 자녀의 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받은 모든 처방 약은 개수를 세어보도록 
요구합니다. 학교 보건실 보조사나 학교 지정인 
그리고 학부모/보호자는 약의 개수를 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침을 따를 때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 보건실로 오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입니다. 여러 학생에게 약을 제공해야 하는 
이유로 약 복용을 잊어버린 모든 학생에게 일일이 
통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http://www.fcps.edu/form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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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보건실로 전화하기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상기 사항: 학년 말 종강일 오전 11시까지 
보건실에 남아있는 모든 약은 파기될 것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까지 사용되지 않은 약을 가져갈 수 
없는 정상 참작이 가능한 사유를 가진 
학부모/보호자는 보건실이나 중앙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숙제의 목적은 학생이 배운 것을 복습, 
배우게 될 것을 예습 또는 더 연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Braddock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지원하는 숙제를 완수하도록 격려합니다. 
 

학습 시간:  외부의 방해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 행정인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 전화나 개인적 방문을 허용합니다.   
 

자녀가 학교에 오기 전에 가족의 방과 후 계획을 
자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학습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등교한 시간부터 
하교할 때까지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부모나 방문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학습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회의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악 및 합창:  FCPS는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종류의 음악 수업이 있습니다: 밴드, 현악, 합창.  
밴드반은 타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를 다루며 
5학년생들에게 제공합니다. 현악반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악기를 다룹니다. 
현악반은 4학년과 5학년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밴드반과 현악반은 매주 한 번씩 약 45분간 교사와 
수업을 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상급 실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지역 수준의 밴드와 
오케스트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합창반은 5학년생들에게 제공되며 매주 한 번씩 
약 45분간 교사와 수업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학급 과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학급 교사들은 학생들의 
과제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학생이 받은 모든 
수업을 완수하는 것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집에서의 연습과 함께 
학급의 수업을 따라가야 하는 학생의 다짐도 
요구됩니다. 학생들의 성공은 학생들이 집에서 
연습하는 시간과 기울인 노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좌우될 것입니다. 
 

학교에 가져올 수 있는 물품:  학생들은 전자 
게임과 게임 카드를 포함한 장난감을 학교 또는 
학교 버스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학교는 

가정에서 가져온 물품에 대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무엇을 가져가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나눔의 시간 (sharing 
time)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감독하셔야 합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물품은 학급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가치 있는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과 
연관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해를 야기하는 
물품은 압수당할 것이며 학부모가 학교 중앙 
사무실로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키스 앤 라이드:  학부모가 자녀(들을)를 키스 앤 
라이드로 등교시키기 원하시면 Braddock 키스 앤 
라이드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키스 앤 라이드 양식을 제출하신 학부모의 
학생들은 숫자가 적힌 카드 묶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숫자 카드는 여러분이 키스 앤 라이드 구역에 
도착하신 것을 직원과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숫자가 크게 쓰인 
카드를 여러분의 차 앞 유리 앞에 또는 차량용 
햇빛 가리개 위에 숫자가 보이도록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Braddock 직원이 숫자를 보고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키스 앤 라이드 구역에서 여러분 
자녀(들을)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여분의 
숫자가 적힌 카드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은)는 책가방에 부착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숫자 카드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이)가 키스 앤 라이드에 필요한 숫자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미디어 프로그램:  도서관 미디어 
프로그램의 목적은 FCPS 학교들에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Braddock 
초등학교의 도서관/미디어 프로그램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을 지원합니다. Braddock 
초등학교에 오셔서 도서관 사서와 도서관 
보조인들을 만나 보시고 도서관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자녀의 물품에는 모두 이름이 기재된 
라벨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은 7번 입구 근처에 있는 분실물 장소에 
둘 것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학생들은 
제일 먼저 분실물 장소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학부모가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해마다 많은 물품을 찾아가지 않아 
지역의 자선 단체로 기증하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학교 식당에서 제공하는 점심 메뉴가 
있는 점심 메뉴 일정이 개학일에 가정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학교가 휴교하면 음식 및 영양 서비스 사무처는 
미리 공고한 메뉴를 변경해야 합니다. 휴교 일수, 
설비 고장, 제품 배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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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께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자녀와 함께 학교에서 
식사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점심 가격은 해마다 
바뀌며 자세한 점심 가격이 백-투-스쿨 나잇 
편지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학생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학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들이 학교에 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자들은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구입하거나 가정에서 직접 
점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성인들을 학생들이 
지켜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점심 
시간에 청량음료나 “패스트푸드”를 가져오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런 음식을 가져오시면 
다른 학생들을 산만하게 할 수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학교 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청량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점심 계좌로 돈을 보내시거나 
또는 온라인, mylunchmoney.com에서 자녀의 
점심 구입비를 직접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녀의 점심 계좌를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자녀의 점심 계좌의 
잔액과 입금 내용을 확인하는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FCPS 웹사이트, 
http://www.fcps.edu/fs/food/serve/lunchmenus.s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묵념:  학생들은 매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기 
전에 묵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 운영 시간:  학교 사무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오픈 하우스:  Braddock 초등학교의 오픈 하우스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픈 하우스는 
학부모/보호자들이 자녀의 교사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자녀의 교실을 둘러보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입니다.  
 
BRADDOCK 초등학교의 조직 구조:  Braddock 
초등학교는 학년별 (취학 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유치원-5학년)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연령에 따른 학년별 교실에 배정됩니다. 각 학년의 
교사들은 팀이 되어 함께 일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읽기, 언어, 수학 능력에 따라 융통성 있게 
그룹을 이룰 수 있으나, 우리의 바람은 가능한 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학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연구조사는 여러 다른 능력이 
혼합된 학급이 모든 학생에게 긍정적 학습 환경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raddock 
초등학교의 목적은 학업적 필요를 가진 모든 
학생이 만나 적어도 한 학년 동안 학업적 향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매일 
동급생들과 함께 미술, 음악, 체육시간에 출석하고 
점심 식사도 함께하며 테크놀러지도 사용합니다. 
    
학부모 연락 담당인 및 학부모 센터:  Braddock 
초등학교에는 학부모 연락 담당인이 근무하며 
학교 건물 안에 학부모 센터가 있습니다. 학부모 
연락 담당인들은 다양한 문화, 언어, 인종을 
대표하는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의 
시간제 직원입니다. 이들은 학생 성취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가정과 학교 간의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연락 
담당인들은 학부모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에 더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교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가족들에게 FCPS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및 학교 기관의 문화와 기대를 제공.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 간의 이해와 
존중을 촉진. 

 가족들을 학교의 전문인들과 자원에 연결. 
 가족이 학생 성취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학부모들을 교육. 

 자녀를 옹호하는 학교 시스템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도움. 

 

학부모-교사 회의: 학부모-교사 회의는 가족들과 
정보를 나누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회의는 학부모/보호자 또는 교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raddock 초등학교는 
매년 가을과 봄에 두 번의 학부모-교사 회의를 

갖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이른 아침 시간은 그들에게 매우 바쁜 
시간입니다. 사전에 교사와 합의하여 약속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은 회의를 하기에 적합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사와 미리 회의 
시간을 예약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사무실을 통해 교사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첫 번째 성적 분기가 끝날 때 학부모와의 
회의를 위해 여러분께 연락드릴 것입니다. 
 
교통 안전요원:  Braddock 초등학교에는 훌륭한 
교통 안전요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4학년과 
5학년생들은 교통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교통 안전요원이 되길 원하는 학생들은 
좋은 시민 정신의 요건을 갖추어 모범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밝은 노랑색이나 라임 색깔의 녹색 
벨트를 착용한 교통 안전요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 놀이터, 걸어서 등하교하는 시간, 

http://www.fcps.edu/fs/food/serve/lunchmenus.shtml
http://www.fcps.edu/fs/food/serve/lunchmenu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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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거장, 버스 안에서 모든 안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교통 안전요원들에게 
협조함으로써 Braddock 초등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학생들은 매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할 것입니다. 
 
취학 전 프로그램:  Braddock 초등학교는 가족 및 
취학 전 교육 프로그램 (FECEP)/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을 포함하여 3세부터 4세 
아동들 중에서 수입에 근거하여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조기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직원들은 아동들의 
신체적, 사회적-정서적, 지적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와 
협력합니다.  
 
쉬는 시간 절차:  쉬는 시간 동안 학생들은 신체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학생들은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Braddock 학생들은 매일 30분의 
쉬는 시간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쉬는 시간 동안 
놀기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놀이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놀이터 그리고/또는 체육 시간 
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함.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안전하게 놀며 손과 
발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  

 학생들은 인도에서 걷고 언제나 교사의 말을 
들음.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여러 활동 (발야구, 놀이터 
기구, 줄넘기, 농구 등)을 제공할 것이며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모든 Braddock 학생들은 체육 교사로부터 놀이터 
안전 교육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놀이터 
구역인 아스팔트 도로, (나무 조각이 많은) 놀이터, 
운동장, 잔디밭에서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안: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학교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든 학생은 성인의 감독을 받거나 배정된 
친구와 동행하는 시스템 (buddy system)을 
이용함. 

 학교 시간 중에 조퇴해야 하는 모든 학생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인 아웃 시스템을 
사용하여 조퇴해야 함. 

 모든 방문자는 중앙 사무실에 보고해야 하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보여주고 학교 소유지에 있는 
동안에는 방문자 배지를 달아야 함.   

 
안전 및 보안 훈련: 

FCPS는 비상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학교가 한 학년도 내내 여러 번의 
훈련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예, 화재 대피 훈련, 
토네이도 훈련, 통제 훈련 (Lockdown Drill), 
건물을 안전하게 잠금, 그대로 있으면서 계속 주목, 
적합한 장소로 대피). 
 
특별 과목 (체육, 음악, 미술, 도서관, 초등학교에 
제공되는 외국어 (FLES), 테크놀러지, 밴드 및 
현악):  Braddock 초등학생들은 체육, 
음악/밴드/현악, 미술, 도서관, 외국어-서반어, 
테크놀러지 기술에 관한 특별 과목을 수업합니다.  
각 학급은 정규 일정에 따라 이와 같은 모든 
수업에 참여합니다.   
 
알림: 체육 수업은 체육관, 운동장,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체육 시간의 활동적인 
운동에 적합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샌달, 크록스, 
발 뒤가 보이는 신발은 안전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체를 움직일 때 제약을 받지 
않는 헐렁한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속바지를 입지 
않은 한, 드레스/치마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의사 또는 학부모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양해를 
구하지 않은 한, 모든 학생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음악, 체육, 미술 교사들은 수업을 위해 
모든 학급 학생과 만나는 것과 더불어, 모든 학년 
프로그램에 도움을 제공하고 통합적인 교과 
내용을 위해 학급 교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도서관 사서는 표준 학습(SOL), 도서관 및 참고 
문헌 이용 기술을 보강하고 평생 독서를 
사랑하도록 육성하기 위해 모든 학급의 학생들을 
만납니다. 도서관 사서와 학교에 근무하는 
테크놀러지 전문인 (SBTS)은 교과 과정과 관련된 
활동을 도서관과 테크놀러지 기술에 통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 학년 (유치원-5학년)의 
학생들을 만납니다.  
 
특수교육 서비스:  모든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부모의 경비 부담 없이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교육은 장애자 교육법 (IDEA) 
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화된 교육은 
학생의 개별적 학습 차이와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학생이 기존의 교실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기보다는 특정한 필요를 가진 
학습자가 수준 높은 개인의 자립을 성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개별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감독하는 교육 
절차, 조정된 기구 및 자료, 사용 가능한 환경 및 
기타 중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F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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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fcps.edu/dss/sei/index.shtml  
 
음성 및 언어 프로그램:  모든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는 발음, 목소리, 유창성 그리고/또는 
언어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음성 및 
언어 손상/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모든 유치원생 그리고 학교 기관에 
새로 전학 온 1-3학년생들에게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자녀가 음성 및 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지역 심사 위원회 
(LSC)로 부터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격자로 판명되어야 합니다. 적격자로 판명된 
학생은 개별 교육 프로그램 (IEP)에서 설정한 
목표에 따라 언어 치료사를 만납니다. 교사, 
음성/언어 치료사, 학부모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 
서로 동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은 학교의 음성/언어 
치료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학습 (SOLs):  3-5학년생들은 온라인으로 
버지니아주 표준 학습 (SOLs) 시험을 볼 것입니다. 
이 시험은 5월에 시작하여 6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표준 학습(SOL)은 버지니아주에서 요구하는 
표준화 시험이며 자녀의 학업 이해 정도를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종종 학생 및 학부모들은 
앞으로 다가올 시험으로 인해 긴장할 수 있지만, 
한 학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배운 학업 과정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으므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학습 (SOL)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시험일에는 모든 약속 일정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정각에 학교로 등교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생회 (SCA):  매년 Braddock 초등학교 직원들은 
학생회 (SCA)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학생은 학생회 
(SCA)의 일반 활동 및 학생회 (SCA) 임원 선출에 
참여합니다. 학생회 (SCA)는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리더십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줍니다.  학생회 (SCA)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교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신을 증진. 

 학생들에게 학교 공동체가 참여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서 계획하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 

 교사, 학생, 학부모들 간의 깊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협력. 

 학생들이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고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학생 기록:  학교가 관리하는 모든 기록은 
학부모나 보호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개방됩니다. 해당 기록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면/구두 허가서 없이는 학교 기관 외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기록을 
검토하기 원하시면, 검토 예약을 위해 학교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서비스:  모든 Fairfax 공립학교는 학교 심리 
학자와 사회 복지사가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특수교육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위한 학생 검사, 
학교의 지역 심사 위원회(LSC) 일원, 학부모와 
교사에게 검사 결과 보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 사무실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각: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전 8시 30분과 8시 50분 
사이에 자녀가 학교에 도착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전 8시 50분 이후에 도착한 학생은 지각으로 
간주됩니다.  
 
알림: 직원들은 오전 8시 30분과 8시 50분 사이에 
학생들의 등교를 돕습니다. 외부 문은 오전 8시 
50분에 닫히며 8시 50분 이후에 도착한 학생은 
지각으로 간주되고 1번 입구를 통해 들어와야 
합니다.  
 
거듭되는 지각은 학교에서의 학생 성공을 
방해합니다. 자녀가 정각에 학교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Braddock 초등학교는 지각한 학생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로비에 지각을 위한 탁자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학교 건물 안으로 학생과 함께 
걸어들어오셔야 합니다.  
 
전화 사용:  비상 상황이 아니면 학생과 직원들은 
학교 소유지에서 휴대 전화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모든 교실에는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강, 학업 성공 그리고/또는 안전을 
이유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학생들에게 
전화 사용이 허용됩니다.   

http://www.fcps.edu/dss/sei/index.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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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자신의 전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학교는 
분실되거나 훔쳐 간 전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험:  모든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는 학생 시험 
사무처에서 실시하는 학교 기관 전체가 보는 
시험에 참여합니다. Fairfax 카운티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시험 (예, 
iReady, DRA-WA, DRA-2, MRA, eCART/Horizon, 
NNAT, CogAT, SOLs)이 제공됩니다. 연중 시험 
일정은 News You Choose를 통해 학부모/가족에게 
제공되며 Braddock 초등학교 웹사이트에도 
게시될 것입니다.  
 
타이틀 I 학교 현황:  Braddock 초등학교는 타이틀 
I 학교입니다. 이러한 타이틀의 목적은 모든 
학생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동등한 그리고 중요한 기회를 갖도록 
버지니아주가 요구하는 도전적 학업 기준 및 학업 
평가에서 최소한 능숙도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이틀 I 학교들은 교육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받습니다. 이 재정적 지원은 수학, 읽기, 작문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추가의 학습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정규 
학급 밖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운 홀 학년별 회의:  매 분기마다 2-5학년생들은 
타운 홀 학년별 인성 교육 회의에 참여합니다. 
Braddock 초등학교의 인성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학교 환경 및 일상 생활에 주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 교육은 긍정적 성격의 특성 (예, 의무감, 인내, 
자기 훈련, 배려, 정직, 존중)과 개인 및 사회에 
유용한 미덕 (선행)을 개발시킵니다. 교직원들은 
학교 환경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이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강직한 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역/번역 서비스:  Braddock 초등학교는 모든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및 부서에 통역인과 
번역본을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 부서와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Braddock 초등학교는 저녁 행사 시간에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언어 통역 시스템 (LID) 및 학부모 연락 담당인 (예, 

서반어, 한국어, 베트남어)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양방향) 언어 몰입 (TWI) 프로그램:  
Braddock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서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상호 (양방향) 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영어 또는 서반어 
두 언어 중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학급의 절반 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인 가정에서 온 학생들이고, 나머지 절반 
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가정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프로그램은 영어와 서반어의 읽고 쓰기와 학과목 
내용에 필요한 언어 실력을 개발하는 일에 중점을 
둡니다. 학생들은 학교 시간의 절반은 영어 (언어 
및 역사)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서반어 (수학 및 
과학)로 학습합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읽고 쓰기 능력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서반어로 제공되는 읽고 쓰기 능력도 배웁니다. 
이러한 언어적 노출을 통해 학생들은 서반어를 
습득합니다. 서반어를 구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가정 언어로 읽고 쓰기와 학과목 내용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개발하면서 영어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그룹의 학생들에게 동료 집단의 
언어 역할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상호 간 
학생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교육과정은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습 프로그램(POS)을 
따릅니다.  

기물 파손 행위 (반달리즘):  만약 여러분이 
반달리즘 행동을 발견하시면, 학교 보안, 703-764-
2400으로 연락하시거나 Fairfax 카운티 경찰국, 
703-691-213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자:  Braddock 초등학교는 개방되어 있으며 
학부모 및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하고 격려합니다. 학부모/보호자들이 자녀의 
교실을 방문하기 원하시거나 그리고/또는 점심 
시간에 자녀와 함께 식사하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방문이 의미 있는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학교로 
연락하여 자녀 학급이 정규 일정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CPS 방침은 공립학교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방문자는 사무실에 보고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예,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을 보여주고, 
학교 건물에 있는 동안에는 방문자 배지를 달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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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Braddock 초등학교는 모든 
자원봉사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허락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자원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학부모 연락 담당인에게 연락하시거나 
학교 사무실, 703-914-730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Braddock 초등학교는 많은 학생이 걸어서 
등하교하는 지역의 학교입니다. 성인이 직접 
학생을 데려갈 때는 체육관 (4번 출구)을 통해 
하교해야 하며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혼자 또는 
형제자매/친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학생들은 
5번 출구를 통해 하교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직원들이 여러 장소에서 
감독합니다.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은 인도를 
이용하도록 당부하시고 하교 후 바로 집으로 
가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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