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8월 14일, Fairfax County는 COVID-19 전염병과 올해 8
월 14일, Fairfax County는 COVID-19 팬데믹 및 올해 
시작한 가상 학업 복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새로운 
학업 복귀 지원(SRS)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SRS는 
FCPS 가상 학기에 자녀에게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대자연: 미대륙을 
횡단하는 로드트립(Great Outdoors: Road Trips Through 
the Americas) 커리큘럼을 통해서 자녀에게 탐구, 참여, 
휴식, 및 여러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이 프로그램은 Fairfax County Government가 SACC 
프로그램을 통해 방과 후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Office for Children을 통해 제공됩니다. OFC 
교사들이 SRS 프로그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SRS 프로그램은 어디서 제공됩니까? 
SRS 프로그램은 35개의 초등학교와 Key 및 Kilmer Center
를 포함한 37개의 Fairfax County Public School에서 
제공됩니다.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고 보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등록이 제한됩니다.

SRS 프로그램 진행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SRS 프로그램은 2020년 9월 8일에 시작됩니다. 온라인 
또는 대면 교육과 관련하여 FCPS에 변경 사항이 생기는 
경우, 프로그램 진행 상태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SRS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SRS는 맞벌이 부모나 종일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 두기 규정, 청소 및 소독 강화를 
포함한 현재 CDC에서 내린 건강 및 안전 지침 전체가 
시행됩니다. 

각 장소에서 몇 명의 어린이가 참가합니까?
이 프로그램에는 한 장소당 약 60명의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각 교실에는 매일 10명 이하의 자녀가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고정 직원이 온라인 학습 및 대면 
학습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녀의 가상 학습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FCPS는 SRS와 협력하여 SRS 직원의 가상 학습 기술이 
전문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RS 직원은 가족과 협력하여 자녀의 가상 학습 일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에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교안이 제공됩니까?
SRS 직원은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소속이 아니고 
Fairfax County Office for Children 소속입니다. SRS 직원은 
어린이의 가상 학습을 지원하지만 학습 교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 학습을 
대체하거나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FCPS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서 학업 성취를 위한 기술 
지원과 함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어떤 보건 및 안전 규정이 시행됩니까?
SRS 프로그램은 직원 및 학생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RS 프로그램은 현재 CDC 보건 및 안전 
규정과 Fairfax County Health Department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추가적인 조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실당 10명 이하의 학생이 그룹이 되어 활동합니다.

�	종일 동일한 고정 직원과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	접촉이 많은 구역은 정기적으로 청소가 진행됩니다.

�	방문객은 받지 않습니다.

�	건물에 출입하기 전에 매일 직원 및 학생들의 체온을 
재고 몇 가지 건강 관련 질문을 하게 됩니다.

�	어린이 및 직원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최소 6피트 간격으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소속 학교에서 SRS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속 학교에 관계없이 가장 가깝거나 
가장 편리한 SRS 장소에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필요한 자격이 있습니까?
네. SRS 프로그램은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가족이 Fairfax County나 Fairfax 
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SRS - 학업 복귀 지원(Supporting Return to School)

뒷면에 계속

https://fairfaxcountyemergency.wpcomstaging.com/2020/08/14/fairfax-countys-new-supporting-return-to-school-srs-program-bolsters-virtual-learning/
http://www.fairfaxcounty.gov/OFC


맞벌이 등 부모가 일을 할 경우에만 자녀를 

참가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SRS 프로그램에는 부모의 직장 관련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재정 지원이 가능합니까?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차등 요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추가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추가 
재정 지원 또는 교통편이 필요한 가정의 경우, 등록 시 
직원에게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인원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RS 프로그램은 종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물리적 
거리 두기 지침을 시행하고 추가 보건 및 안전 절차를 
준수하고자 등록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이 가장 필요한 가정, 즉 다른 지원을 얻을 기회가 
없는 가정과 대면 교육의 부재로 커질 수 있는 기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SACC와 어떻게 다릅니까?
SACC 프로그램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SRS는 OFC 
교사를 고용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SRS는 방과 전후 돌봄과 함께, 학기 중 가상 
학습을 지원하는 종일 프로그램입니다. SRS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가상 학업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커리큘럼인 대자연: 미대륙을 횡단하는 
로드트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매일, 매주 또는 필요에 따라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에게 가상 학습에 
대한 일관된 관심 및 지원을 월 단위로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주 5일 종일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방과 전후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학교 
수업일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SRS 프로그램은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과 전후 
돌봄으로 어린이를 지원하는 종일 프로그램입니다. SRS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가상 학업 학교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커리큘럼인 대자연: 
미대륙을 횡단하는 로드트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식사가 제공되나요?
네. 아침, 점심, 및 오후 간식이 FCPS 식품 및 영양 
서비스에 기반하여 제공됩니다.

교통편이 제공됩니까?
카운티 및 FCPS 직원은 SR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교통편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편이 
필요한 가정은 등록 시 요청하십시오.

노트북과 인터넷이 제공되나요?
학생들은 개인 노트북이나 학교에서 발급한 노트북을 
가져와야 합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자녀가 참가하여 특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모든 SRS 장소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어린이를 
수용합니다. 또한 Key 및 Kilmer Center에서는 특별히 
여러 장애가 있는 5-21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지원합니다. SRS 직원은 가족과 협력하여 자녀의 가상 
학습 일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학기 중에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그램 비용은 얼마입니까?
2020-2021년도 학업 복귀 지원(SRS) 프로그램 
아래의 비용이 매월 청구됩니다.

조정 가구 소득 자녀 1명 

$131,000 이상 $1,472 

117,900-130,999 $1,272 

104,800-117,899 $1,076 

91,700-104,799 $876 

78,600-91,699 $676 

65,500-78,599 $476 

52,400-65,499 $280 

52,399 이하 $80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등록한 가족은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자녀 등록 시 비용의 10%가 
할인되며, 세 번째 자녀부터는 각 자녀당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추가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추가 재정 지원이나 
교통편이 필요한 가정은 등록 시 요청하여 직원에게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8월 24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등록은 703-449-8989으로 전화하거나  
Fairfaxcounty.gov/OFC를 방문하십시오. 번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TTY 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711/Virginia Relay를 사용하십시오. 
편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703-449-1414으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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