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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10, 2022 

친애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  

우리는 2015의 모든 학생 성공 법에 따라 귀하는 자녀의 교사의 전문 자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리게되어 기쁩니다. 특히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교사가 교사가 교육을 제공하는 학년 수준 및 과목 영역에 대한 주 자격 
및 면허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 교사가 비상 사태 또는 기타 잠정 상태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여부 국가 
자격 또는 면허 기준이 면제되었습니다.  

• 교사의 학사 학위 전공 및 교사가 보유한 기타 대학원 인증 또는 학위 
및 인증 또는 학위의 징계 분야.  

• 아동이 보조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의 자격.  

질문이 있으시면 334-887-2100 인적 자원 담당 전무 이사 인 Jason Lowe 
박사에게 언제든지 연락하면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원금  

  



오번시 학교학부모 참여 계획 요약 2021-2022 학년도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 교육에 종사하는 정도는 자녀의 전반적인 성공에 대한 핵심 
지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두고 Auburn City Schools (ACS)는 가족과 학교 간의 
역동적 인 상호 작용을 창출 할 학부모 참여 활동 및 지원 구조의 포괄적 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학부모 참여 시스템의 기초는 부모와의 의사 소통과 학부모, 학교 및 지역 사회 기관 
간의 파트너십 형성입니다. ACS는 지역 토지 보조금 대학, 도시 기관, 학군 및 많은 지역 
사회 지원 구조 사이에서 여러 수준에서 풍부한 참여 유산을 가진 지역 사회에 있다는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미 존재하는 구조의 향상을 
촉진하고 교육 과정의 모든 수준에서 부모를 참여시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되는 새로운 파트너십의 창출을 돕는 것입니다.  

학부모 참여를위한이 체계적인 계획의 중요한 측면은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교사라는 
ACS 직원의 인정입니다. 따라서 의미있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참여는 학업, 사회 영역, 
과외 활동 및 직업 / 대학 준비에서 번성하는 학생에게 필수적입니다. 이 인정은 교육구 
직원이 ACS가 Pre-K에서 열두 번째 학년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방식으로 학부모를 참여시킬 필요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ACS 학부모 참여 계획은 네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영역은 측정 가능한 
작업 단계의 일관된 시스템에 의해 지원됩니다. 이 네 가지 주요 계획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커뮤니케이션2. 학습 지원3. 사회 복지 서비스4. 파트너십/협업  

네 가지 주요 영역 또는 전략 각각에는 교육구가 자녀 교육에 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해 
활용할 활동과 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행동 단계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 단계는 학부모 참여 위원회에서 매년 검토하여 단계의 효과를 검토하고 계획에 대한 
추가, 삭제 또는 기타 수정의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