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풀톤 카운티 교육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를 위해 8월 12일, 목요일에 북부 학습 
센터(North Learning Center)에서 모였습니다. 다음은 더 많이 논의한 주제들 중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전체 의제는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의되거나 승인된 기타 주제들은 
BoardDocs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풀톤 카운티 교육청의 새로운 출석 정책 및 유효 
재산세율의 채택에 대한 정보도 강조해 놓았습니다.   
  
교육감 보고서    
코로나19 업데이트 정보   
교육감 Mike Looney는 교육 위원회와 커뮤니티에게 교육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려주었고 풀톤 카운티 교육청의 우선 사항은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학습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Looney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대면 수업을 유지할 수 있는 풀톤 카운티 교육청의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수업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지역 커뮤니티 각각에서의 감염율을 고려하는 국소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감염율이 주민 100,000명당 100명을 초과하는 자치 단체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감염율이 주민 100,000명당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모든 학생, 직원, 및 방문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감염 데이터는 풀톤 카운티 보건 위원회 역학 보고서에서 발췌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에 
근거하여, 모든 풀톤 카운티 학교 및 교육청 사무소에서는 현재 학생과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풀톤 카운티 보건 위원회(FCBOH, Fulton County Board of Health) 및 
조지아주 공중보건부(GaPDH, 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로부터 추가 지침을 받은 후,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인 개인에 직접 노출되었던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통지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1년 8월 2일자 조지아주 공중보건부 행정 명령에 따라,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수업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격리 요건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풀톤 카운티 교육청 격리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Looney 박사는 자신의 발언을 계속 했고, 풀톤 카운티 교육청이 다양한 학습 옵션을 오랫동안 
제공하여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충족하는 양질의 수업 환경을 찾을 수 
있게 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학습을 고려하여,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2021/2022학년에 쓰이는 확대된 학업 옵션을 추가하고 있는 데, 이 옵션을 최고 학업 
책임자인 Clifford Jones가 교육 위원회에 설명했습니다.   
   
Crabapple Center에 있는 유치원~8학년 학습 허브: 이 허브는 2021/2022학년 동안에만 제공되고 
자신의 홈스쿨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전략(즉, 지역사회 감염율에 근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유치원~8학년 학생의 가정을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교육청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등록할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수업은 
풀톤 카운티 교사가 마스크 옵션 환경에서 실시합니다. 이 옵션의 실행 가능성은 학생 등록과 직원 
충원, 둘 모두에 달려 있습니다. 8월 27일까지,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충분한 등록 및 충원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프로그램이 2021년 9월 7일에 시작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학습 허브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 등록된 학생이 있는 가정은 여기에서 “학습에 전념할 
의향” 설문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설문조사서 창은 8월 13일에서 8월 30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풀톤 카운티 웹사이트 FCS Learning Options for 2021-22(2021~2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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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풀톤 카운티 교육청 학습 옵션)에서 또는 LearningHub@fultonschools.org으로 이메일을 
보내 입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고 이 옵션에 참여하는 가정의 책임입니다.  
   
유치원~2학년 원격 수업 프로그램: 최대 300명의 학생이 4개의 핵심 과목(수학, 영어, 과학, 및 
사회 탐구)을 가르치는 가상 수업 프로그램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풀톤 카운티 교육청 
표준 교육과정을 따르는 풀톤 카운티 교육청 교사가 시행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는 가정에게는 
풀톤 카운티 교육청 기기와 필요한 경우 핫스팟을 교부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한 학기동안 
개근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고 수업 시간 동안에 어른이 자녀를 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유치원~2학년 원격 수업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가정은 여기에서 관심 설문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설문조사 기간이 8월 20일에 종료된 후에 공유됩니다. 
수업은 현재 2021년 9월 7일에 시작될 예정이고 직원의 확인과 학생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풀톤 카운티 웹사이트 FCS Learning Options for 2021-22(2021~22학년 동안의 풀톤 
카운티 교육청 학습 옵션)에서 또는 K-2RemoteProgram@fultonschools.org으로 이메일을 보내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언급된 3번째 확대된 학업 옵션은 Fulton Academy of Virtual Excellence (FAVE, 풀톤 
가상 우수 아카데미)이고, 여기에는 등록에 약 400개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학년에서 
11학년까지의 학생의 경우, FAVE에서 학생은 대면 수업일에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 
수업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더 유연한 포맷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수업에는 
풀톤 카운티 교사들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동기 통신)과 자기-주도형 수업이 혼성되어 포함될 
것입니다.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470-254-6570번으로 FAVE에 직접 문의하거나 FAVE 
웹사이트에서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가정이 FAVE에 남아있는 자리에 등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FAVE 등록에서 등록에 대한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여 전 
프리젠테이션을 보십시오.   
   
신학기 업데이트    
3개의 주요 풀톤 카운티 교육청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신학기 업데이트 
정보가 교육 위원회 위원들과 공유되었습니다. 최고 학업 책임자 Cliff Jones가 
#FCSBETTERTOGETHER라고 제목이 붙은 풀톤 카운티 교육청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서 받은 
사진 및 해시태그 단문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고, 이것으로 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년의 시작도 교육청의 “Start With Hello(안녕하세요 인사와 함께 시작)” 캠페인과 동시에 
일어났으며, 이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서로 더 사회적으로 연결되라고 가르칩니다.    
   
다음의 3개 신설 학교는 8월 9일에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FCS Innovation Academy(FCS 혁신 
아카데미), Global Impact Academy(글로벌 임팩트 아카데미), 그리고 Fulton Academy of Virtual 
Excellence (FAVE, 풀톤 가상 우수 아카데미). 본 교육청의 세계 최상급 신설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학교들은 견실한 등록자 수 및 직접 해 보는 학습 과정을 갖추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초일류의 교수진과 교직원은 학교 건물의 개방적이고 협조적인 건축 공간에 
맞는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이-융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Jones 교육감은 본 교육청의 학업 프로그램들 중 일부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조했고, 풀톤 카운티가 
조지아주에서 앞장서서 초등학교의 Career, Technical and Agricultural Education(CTAE, 진로, 기술 
및 농업 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수업과 학업 복구에 미치는 
팬데믹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본 교육청의 FOCUS 계획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FOCUS 캠페인은, 4월에 시작한 본 교육청의 Every Child Reads(모든 자녀 읽기) 캠페인을 통해 
학생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본 교육청의 이니셔티브와 공조합니다. Jones 교육감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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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게 FOCUS와 Every Child Reads(모든 자녀 읽기), 두 캠페인 모두 다음 3년 동안 자체 
목표을 달성하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확언했습니다.   
   
학교는 아직도 채용 모드에 있지만, 본 교육청은 1,000명이 넘는 신규 채용을 포함하여, 거의 
14,000명의 직원으로 이제 81% 충원하였습니다. 14개 학교는 신임 교장이 있고, 이에는 본 
교육청의 3개 신설 학교의 교장이 포함됩니다. 그러한 14명의 신임 교장 중에서, 10명의 교장은 
교육청 내에서 승진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고 운영 책임자 Noel Maloof가 학교 영양, 교통편 서비스 및 시설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SPLOST 프로그램과 건설에 대한 그의 업데이트 정보의 
일부로서, Maloof는 인력 및 공급 체인 문제로 인한 큰 영향에도 불구하고, 2천만 달러가 넘는 개수 
프로젝트가 금년 여름에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본 교육청의 성공적인 First Day Fulton 
Back-to-School Event(첫날 풀톤 신학기 이벤트)의 개요도 제공했으며, 이 이벤트에서 1,850개가 
넘는 배낭, 학교 용품 및 식료품이 풀톤 카운티 교육청 학생들과 가정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60개가 넘는 납품업체들이 192명의 학생들이 등록된 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전 
프리젠테이션을 보십시오.   
   
유효 재산세율 공청회    
교육 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재산 평가 증가분을 상쇄하기 위한 
부분적 유효재산세 인하와 함께 최종 유효 재산세율을 채택했습니다. 내년도 유효 재산세율은 
현행 유효 재산세율을 17.796%에서 17.590%로 인하하여 계속해서 12년째 연속 대도시 
애틀랜타의 최저 학교 세율이 됩니다.  
   
출석 정책   
풀톤 카운티 교육청은 새로운 출석 통지 프로세스를 시행했습니다. 학부모/보호자에게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결석에 대해 더 자주 통지합니다. 가정에게는 
매일 자동녹음전화,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생 결석을 통지합니다. 다회 결석이 누적되는 
학생은 자신에게 빼먹은 학습 시간을 통지하는 서한을 받고 교직원은 가정과 학생을 위한 지원 
전략으로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학부모/보호자는 Infinite Campus를 사용하여 자녀의 출석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청의 출석 정책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여기에서찾아볼 수 
있습니다.  
   
Atlanta United FC 할인 입장권   
Atlanta United FC는 8월 15일, 일요일에 우리 구단의 신학기 경기에 오시는 모든 풀톤 카운티 
학생들, 교사들, 교직원, 가족, 및 친구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공급이 지속되는 동안 이 
링크를 통해 구매하여 최대 30% 인하 입장권에 더하여 인하된 요금으로 절약하십시오. 또한 모든 
입장권에서 5달러는 풀톤 교육 재단에 기부되어, 학령에 달한 아동들을 위한 기회와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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