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2020-2021 학년도 채점 정책 업데이트 내용
2020 년 9 월 11 일
2020 년 9 월 10 일에, 하워드 카운티 교육이사회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채점 정책 부분들을
HCPSS 의 2020-2021 학년도 재개교 계획과 일관되는 절차 및 계산을 도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
하도록 표결하였습니다. 정책은 -즉시 발효되고 학년말에 종결되도록 착수됨- 온라인 환경과 4x4
학기제 일정으로의 전환을 수용하도록 변경됩니다.
양쪽 정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학생들은 2020 년 9 월 30 일까지 (2020 년 9 월 15 일에서 연장) 학습 패켓(Learning
Packets)을 제출하여 2019-20 학년도 제 4 분기 미완성(Incomplete) 성적을 통과(Pass)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동시발생 작업 기간 중 주어진 과제는 이 정책 하에서 숙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정해진 수업시간 외에 숙제를 완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동시발생 시간에 완수할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8010 채점 및 성적 보고: 예비유치원부터 5 학년까지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학습 행동(Learning Behaviors)에 대하여 2020-21 학년도에는 채점되지 않겠습니다.
중간성적표는 발급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성적 보고는 Canvas 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체능 과목들(Related Arts)은 일년에 두 번, 2 분기와 4 분기에만 성적을 매길 것입니다.

정책 8020 채점 및 성적 보고: 중고등학교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고등학교 학점 과목들에 대하여, 수강 철회일(W:Withdrawal)을 학기 시작일로부터 20 일에서
14 일로 단축했습니다.
운동 자격 목적에 대하여, 시즌 시작 이전의 가장 최근 성적표가 학생의 참여 자격 결정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중간 시험은 없어졌고, HCPSS 는 기말 시험만 필요로 할 것입니다.
중학생에 대하여, 1.0 학점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 계산을 위해 두 분기의 성적이 사용될
것입니다; 0.5 학점 과목의 최종 성적 계산을 위해서는 한 분기의 성적이 사용될 것입니다.
고등학생에 대하여, 1.0 학점 과목에 대한 최종 성적 계산을 위해 두 분기의 성적과 학기말 시험
성적이 사용될 것입니다; 0.5 학점 과목의 최종 성적 계산을 위해서는 한 분기의 성적과 학기말
시험 성적이 사용될 것입니다.
고교 수준의 성적 계산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학기제 과목은 분기당 3 포인트씩 그리고
기말 시험에서 1 포인트, 따라서 기말 시험은 최종 성적의 1/7 을 나타내게 됩니다; 분기제
과목은 성적당 6 포인트와 기말 시험에서 1 포인트, 따라서 기말 시험은 최종 성적의 1/7 을
나타내게 됩니다.

정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BoardDoc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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