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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참여 정책
계획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부모님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하여 고려하고자 총력을 기울입니다. 부모님,
교사, 행정가 팀이 다음과 같은 학교/학부모/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개발하였습니다.
학부모 참여는 학생의 학습과 기타 학교 활동 등 정기적이고, 쌍방향적이며, 유의미한 의사소통에
부모님께서 참여해 아래와 같은 것들을 확실히 함을 의미합니다:
•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돕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학부모가 자녀 교육의 전적인 파트너이며, 자녀의 교육을 돕기 위해 의사결정과 자문 위원회에
적절히 참여합니다.
학교 정책 및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모님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달됩니다:
•
학부모 참여 정책은 학교 사무실과 학교 웹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삼자 협약(The
Three Way Compact)은 컨퍼런스에서 제공합니다. 선생님은 학년도 초에 학생들과 함께 백 투 스쿨
폴더에 있는 문서와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부모님께서는 폴더에 담긴 문서를 자녀와 읽고 논의하여
서명해서 모든 승인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는 부모님께 학부모 참여 정책을 이해가능한 일정한 형태로 알려드리며,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이 정책을 부모님께서 이해가능하신 언어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

학교는 학부모 참여 정책을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학교는 학부모님과 학교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학부모 참여 정책을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

학교는 학부모 참여 정책의 한 요소로 삼자 협약(The Three Way Compact)을 채택할 것입니다.

학교 정책, 참여 기회 및 모임
에머리 학교는 학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

자녀의 학교가 타이틀 I 에 참여하고 있음

•

타이틀 I 의 필요 조건들

•

수반되어야 하는 부모님의 권리

•

학교의 타이틀 I 참여 (범학교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상태)

학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학부모 참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
학부모님께서 학과 내용과 성취 기준, 평가, 자녀의 성취도를 모니터링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자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 및 교육 제공

•
교육

학부모님 공헌의 가치 및 동등한 파트너로서 부모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직원

•
자녀의 교육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학부모 참여를 다른
프로그램과 조정하고 통합
•
학교 및 학부모 프로그램, 모임, 기타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실질적인 범위 내에서 부모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
•

학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 참여 활동을 위한 기타 합리적 지원 제공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경우, 문서의 번역, 모임의 통역, 장애에 따른 수정, 교통수단, 데이케어를
제공하며 모임 시간은 융통성 있게 합니다. 교육구는 영어가 능숙하지 않은 부모님, 장애가 있으신
부모님, 이주 학생들 부모님의 참여를 위해 정보와 학교 보고서를 부모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제공하는 등 전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가적으로, 에머리 학교는 부모님들께서 학부모 참여 정책과 범학교적인 계획을 함께 개발하여
동의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커뮤니티 일원들을 위한 공개 포럼을 실시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기술과 설명,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학업 평가 양식, 학생들이 성취하도록 기대되는 능숙도 수준에 대한 자료를 받으실 것입니다.
추가 정보:
•

학교의 웹사이트는 교직원, 교실 활동, 학부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모님께서 요청하시면, 자녀의 교육과 관련있는 결정에 적절히 참여해 건의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건의에 대한 답을 현실적으로 최대한 빨리 들으실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의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부모님/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우려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
통신은 학부모 뉴스레터, HSO/HSA/PTO 모임, 학교 운영 위원회 모임, ELAC 모임, 이메일, 전화,
개인적인 만남 등을 포함하나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삼자 협약은 학부모 참여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협약은 교사, 부모님, 행정가들이 개발하였으며, 학생
수행과 이를 위한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학부모님의 책임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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