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선택 
2022-2023 가족 참여 계획 

Pick 초등학교는 가족과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 참여는 자녀의 성공을위한 핵심 지표이며, 우리는 

학년도 내내 이러한 참여를 촉진 할 수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학년도의 기회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참여 아동이 다음과 같이 주정부의 학생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지지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에서 고품질의 커리큘럼과 교육을 

제공하십시오. 
• 스템 나이트 

• STEMscopes 커리큘럼 

• 알라바마 독서 이니셔티브 (ARI) 

• 수학 구상 
 

5. 학부모가 교실 활동을 자원 봉사하고 지원할 

수있는 기회를 일년 내내 제공하십시오. 
• 학부모 교사 조직 (PTO) 

• 견학, 점심 방문, 소리 내어 읽기를 포함한 

교실 자원 봉사 기회 

• 학부모는 특별 행사, 학년 수준의 축하 

행사에 참석하고 방 학부모 자원 봉사자 인 

"Pick Sidekick"으로 봉사함으로써 자녀의 

교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학부모 - 교사 회의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매년)를 개최하십시오.이 기간 동안이 컴팩트는 개별 

자녀의 성취와 관련하여 논의 될 것입니다. 특히, 그 

회의는 개최 될 것입니다 : 
• 커리큘럼의 밤 (8 월) 

• 학부모 - 교사 회의 (9 월) 
 

6. 가족 구성원과 교직원 간의 정기적 인 양방향 

의미있는 의사 소통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가족 

구성원이 이해할 수있는 언어로 의사 

소통을하십시오. 

• 번역에 필요한 경우 학부모 연락 담당자와의 

학부모 / 교사 회의  

• 학부모/교사 이메일, 전화 통화, 메모 

• 필요에 따라 본국어로 번역된 학교 정보를 

이식합니다.  

• 보고서 카드/진행 보고서  

• 커리큘럼의 밤  

• 점심 식사 및 학습 세션  

• 가족의 밤 (문맹 퇴치의 밤 또는 수학의 밤)  

• PTO 회의 

• 제목 I 학부모 면담  

• 소셜 미디어 아울렛  
 

3. 부모에게 자녀의 진행 상황에 대한 빈번한 

보고서를 제공하십시오. 
• 분기별 보고서 카드 및 진행 보고서 

• 학생 벤치마크 평가 및 평가 작업 

• 분기별 계층화된 지침 보고서 

4. 부모에게 직원에게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십시오. 
• 학부모 교사 회의 

• 이메일 및 전화 통화 

• 뉴스레터 및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