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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학업 프로그램 (AAP) 초등학생들을 위한 연속적 서비스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는 모든 유치원-12학년생들에게 연속적인 고급 학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지니아주 표준 학습 (SOLs)의 심화, 속성화, 확장을 통한 학습 경험은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개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교사들, 행정인들, 고급 학업 지원 교사들 (AARTs)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 단계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 서비스 
단계와 더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https://www.fcps.edu/academics/elementary-school-academics-k-6/advanced-academics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들, 유치원-6학년 대상 (1단계)  
1단계 서비스는 모든 유치원-6학년생들에게 제공됨. 1단계 서비스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사용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포함됨. 한 학년 내내 고급 
학업 교과과정을 사용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도 포함됨. 이러한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응답들은 2-
4단계를 위한 선별 절차의 일부로 사용됨. 학부모들 역시 가족 간의 대화 및 활동 중에 이와 같은 
9가지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전략을 연습할 수 있음. 9 가지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전략에 대한 설명과 동영상은 https://www.fcps.edu/academics/elementary-school-academics-k-
6/advanced-academics/critical-and-creative-thinking에서 확인할 수 있음.  

 
1단계 서비스는 모든 FCPS 학생들을 위한 것이기에 선별 과정은 없음.   

 
• 뛰어난 학업 영역에 대한 차별화된 수업, 유치원-6학년 대상 (2단계)  

2단계 서비스는 특정 과목에 뛰어난 학업 능력을 가진 유치원-6학년생들에게 제공됨. 고급 학업 
지원 교사들은 학생의 뛰어난 학업 과목을 확장하고 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AAP 2-4단계 
학생들을 위한 AAP 교과과정의 학습 자료를 통해 추가의 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급 교사들과 
협력하여 일함. 이 서비스 단계를 위한 학생 선별 심사는 한 학년 동안 계속됨. 이 단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심사는 여러 심사 기준을 사용하며 결정은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짐. 

 
여러분의 자녀가 2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기 원하면, https://www.fcps.edu/node/38893를 방문하여 
고급 학업 프로그램 학교 차원 추천서 (AAP School-Based Referral Form )를 작성하기 바람.  

 
• 파트-타임 고급 학업 프로그램, 3-6학년 대상 (3 단계)  

3단계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갖춘 3학년-6학년생들에게 고급 학업 지원 교사가 직접 
파트-타임의 서비스를 제공함. 지역 학교 선별 심사위원회는 3단계 서비스를 위한 학생들을 
선별함.  고급 학업 자원 교사들은 매주 학생을 일반 학급이 아닌 별도의 학급에서 따로 또는 매주 
학급 교사와 공동 수업 모델을 통해 4개의 핵심 과목에서 AAP 2-4단계 서비스를 위한 교과과정의 
학습 자료들을 사용하여 수업함. 이 서비스 단계를 위한 학생 선별 심사는 한 학년 동안 계속됨.  이 
단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심사는 여러 심사 기준을 사용하며 결정은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짐. 

 
여러분의 자녀가 3단계 심사를 받도록 하기 원하면, https://www.fcps.edu/node/38893를 방문하여 
고급 학업 프로그램 학교 차원 추천서 (AAP School-Based Referral Form )를 작성하기 바람. 

 
• 풀-타임 고급 학업 프로그램, 3-8학년 대상(4단계)  

4단계 서비스는 중앙 선별 과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3학년-8학년생들에게 제공됨.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풀-타임으로 4개의 핵심 과목에서 AAP 교과과정을 공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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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FCPS 고급 학업 서비스의 등록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여러 심사 기준들을 적용하여 검토함. 
카운티 중앙 선별 위원회는 4단계에 해당하는 풀-타임 고급 학업 프로그램 (AAP)에 배정받을 수 
있는지의 자격 여부를 결정함. 

4단계 서비스를 위한 심사는 특정 심사 기간 동안 이루어짐:   
o 가을 심사는 FCPS에 새로 등록한 학생들과 추천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것임 
o 봄 심사는 추천을 받은 FCPS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임 

4단계 서비스를 위한 중앙 선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받기 원하는 많은 학생들의 지원 파일로 
인해 반드시 마감일을 엄수해야 함.   

o 추천서는 추천서 제출 기간 (개학일부터 공표된 마감일까지) 동안 제출할 수 있음.  
o FCPS에 새로 등록한 학생들은 가을 심사 및 봄 심사에 고려될 수 있음. 
o 추천서는 양식 (Forms) 페이지: https://www.fcps.edu/node/38893에서 얻을 수 있음. 

전인적 심사 과정에 관한 추가 정보와 심사에 사용되는 자료에 관한 정보는  
https://www.fcps.edu/registration/advanced-academics-identification-and-placement/current-fcps-
students에서 얻을 수 있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고급 학업 프로그램 (AAP)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는 고급 학업 프로그램 웹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음: 

o 중학교: https://www.fcps.edu/academics/middle-school-academics-7-8/advanced-academics  
o 고등학교: https://www.fcps.edu/academics/high-school-academics-9-12/advanced-academics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 회의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2번의 학부모 회의가 지역학교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연속적인 
서비스에 관한 회의가 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 <time>에 
____________________ <local school name>에서 열릴 것입니다.  2번 째 회의에서는 파트-타임 학교 
차원 서비스와 풀-타임 4단계 서비스를 위한 심사 과정을 설명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능력 시험 

능력 시험에 대한 최근 정보는 시험 및 시험 일정 확인 (Testing and Identification Timeline) 웹사이트, 
https://www.fcps.edu/registration/advanced-academics-identification-and-placement/current-fcps-
students/testing-and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4단계 심사 과정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하나의 능력 시험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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