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 학부모와 학생 가족 참여
MCPS Title I ~ 교육구 계획
이 Title I 연례 학부모와
가족 참여 계획
(Parent & Family
Engagement Plan)은 Title I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가을에 학생 가족에게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뉴스레터, 초대,
전단지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MCPS의 '주된 언어'로
제공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
Title I 프로그램
우리

신념

★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Title I은
학교와 학생 가족이 협력을 할 때, 학생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 MCPS는 모든 학생 가족의 참여를 돕고 지지합니다.
★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참여할 경우, 자녀들은 더
성공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 각 학교와 교육구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학부모의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 책정과 실행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 Title I 학교 모든 MCPS 교직원은 학부모 참여를 위한
노력을 전달해야 합니다.
★ 교육구의 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학부모께
제공합니다.

★ 영어학습 학생과 장애 아동의 부모님이 이 참여 노력에
함께 참여합니다.
★ 이 계획은 학부모와 함께 개발한 계획으로 Board of
Education Policy ABC, 부모와 가족의 참여(Parent and
Family Involvement)와 MCPS 전략 계획에 따르고
있습니다.
★ 이 계획에서 말하는 ‘학부모(parent)’는 부모, 후견인,
보호자와 학생의 학교 교육 관리에 관련된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

절차

★Title I 교육구의 학부모와 가족의 참여 계획은 Title I
교직원과 Title I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로 구성된
Title I 학부모 자문위원회(Title I Parent Advisory
Committee-PAC)가 개발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Title I 요건이 어떻게 교육구 수준에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부모 워크숍, 학부모 회의와 기타 행사는 학생
가족에게 평가툴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가툴을 통한 의견은 매해 봄 (PAC) 회의를 통해
분석을 합니다. 추천한 사항은 계획갱신 시 사용하게
되며 학부모 참여도를 높이는 기회를 위해 사용됩니다.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수준의 계획은 각 Title I
학교에서의 학부모와 가족의 참여 계획작성에
사용됩니다.
★각 Title I에서는 매해 학부모 참여 위원회 회의와 리더십
회의에서 학교 수준에서의 학부모와 가족 참여계획을
분석하고 재검토합니다.
★학교 수준 계획은 매해 가을마다 각 가정에 뉴스레터,
전자커뮤니케이션, 가족 회의/워크숍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MCPS Title I은 다음을 통해 수용력을 구축하는 것이 학생 가족을 돕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트레이닝, 전문성 개발
학부모 활동을 통한 수용력 구축

교직원 트레이닝을 통한 수용력 구축

학부모 아카데미: MCPS 학부모 아카데미는 학부모에게 학사 기간 중, 다양한
시간과 장소 및 다음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최소한 월2회 워크숍과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 메릴랜드 주 학업기준 이해하기, 주와 지방 학업평가시험, 자녀의 진도
모니터하는 방법;
★ 자녀의 신체, 사회 및 정신적 건강 개발 돕기;
★ 학생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교육자와 함께 일하고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학부모 워크숍: Title I 교습 스페셜리스트는 학부모와 학교 교직원에게 다음을
위한 교재와 트레이닝을 제공합니다:
★ Title I 요건을 이해
★ 가정과 학교의 의사소통과 아웃리치 강화
★ 가정에서 학생의 진도를 돕기
학교 학부모 가족 참여 절차: Title I 교습 스페셜리스트는 학교와 학부모님을
다음과 같이 돕습니다:
★ 학부모-교사 면담을 성공적으로 갖을 수 있도록 Title I 학교의 교사들에게
리소스와 트레이닝을 제공
★ 성공적인 학부모-교사 면담을 위해 가족에게 리소스 를 제공
★ 분기별 회의에서 가족 참여 위원회와 함께, 학부모가 의견을 제공할 수 있고
가족 참여 예산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함

교직원 교육: 교직원 교육: 기술적 지원은 Title I 교습 스페셜리스트가 교육구
교직원과 학교 교직원에게 각자의 업무에 관련된 주제에 따른 다양한 포럼을 일
년 내내 제공합니다. 학교에 다음을 포함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학교－학부모 협약을 개발하고 학교 수준의 가족과 학부모 참여 계획을
개발
★ 학부모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일할 학교 교직원의 전문성 계발을
계획하고 개발
★ 자녀 교육에 동등한 파트너로서 가족과 소통하고 협력함
★ 학부모 참여 전문가와 함께 학교에 상주하는 학부모 지역사회 담당관에게
트레이닝을 제공
★ 학부모와 가족과의 연결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 지역사회 담당관을
리소스와 커뮤니티 기반 기관에 연결

교습 스페셜리스트 트레이닝 Title I 교습 스페셜리스트는 연방과 주 요건을
이행, 조정,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Title I 교직원은 또한, 학교 교직원과 가족과
공유하기 위해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훈련을 받습니다:
★ 증거에 입각한 학부모와 가족의 참여 방법
★ 준비, 훈련과 가족 참여 예산의 모니터링
★ 가족 참여 예산 결정에의 학부모 참여
★ 연방정부 예산의 적절한 사용

MCPS는 학교를 돕는 것이 학생 가족을 돕는 것이라 믿습니다.

학교와의 협동

학교 후원
Division of Early Childhood, Title I, and Recovery Funds(DECTRF)는
MCPS 사무실과 함께 학부모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과 전략을 조직하고
통합합니다:
★ 일년을 통해 다양한 위원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합니다.
★ Office of Student and Family Support and Engagement(OSFSE)와
학부모 커뮤니티 담당관(Parent Community Coordinator)와 만나 Title
I 학부모에의 아웃리치와 트레이닝을 돕습니다.
★ Prekindergarten/Head Start와 협력하여 학부모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Title I 학부모에의 트레이닝을 관장합니다.

Title I 학부모와 가족 참여의 노력과 Title I 학교에의 기술적 지원
조정은 DECTRF의 Title I 교습 스페셜리스트가 제공합니다. Title I
교습 스페셜리스트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학교 학생의 학교에서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도록 학교
교직원을 돕습니다.
★ 학교/학부모 콤팩트, 학교 수준 계획, 기타 학부모 참여 활동의
개발에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Title I 요건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은
DECTRF에서 보관합니다.

협약
학교/학부모 협약(compact)은 목표와 기대와 책임의 공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각 학교는 가을을 위한 협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협약은 매해
가을 교사 학부모 면담에서 검토를 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협약은 학부모와 학교 간의 학생의 성공을 위한 협력적 노력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의견제시
교육구 학부모와 가족 참여 계획에 관해 여러분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Title I 교육구 수준 계획을 작성해 주세요.설문조사 https://bit.ly/MCPS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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