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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형 /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이 편지지 기입된 학교, 곧 연방 교육법 타이틀 1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주 정부에서 정한 학업 기준의 
준한 학업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방 보조비를 받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법률에 관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교육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연중 제공 받게될 것 됩니다. 

 
이 편지는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교실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격 조건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학부모에게 
있음을 알려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우리의 교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교사들이라고 믿습니다. 타이틀 1 학교로서 ESEA에 규정된 교사 자격 기준에 맞으며 
연방범의 기준에 합당한 교사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여러분 자녀의 교사들의 훈련 및 자격에 관하여 여러분이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년 및 학과목에 관한 주정부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 주정부가 예외적으로 허락한 임시 자격증 또는 조건부 자격증을 구비한 교사인지 
● 어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어떤 전공을 하였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기타 교육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으며, 보조원이 있을 경우 그 분의 
전문가로서의 자격 조건도 아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The 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와 2015년 12월에 재 시행된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56 (ESEA) 는 그 외 기타 다른 정보를 알 권리를 제공하고있습니다.부모와 가족원은 디음의 
사항을 언제든지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시험 참여와 시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 그리고 시험에 관한 자료 

o 시험 과목 
o 시험의 목적 
o 시험이 필요한 이유 (적용될 경우) 
o 시험 보는 시간 
o 시험 결과를 얻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시험 결과 보고 양식 

 

우리 교사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학업을 성취하고 학교 안에서 또한 밖에서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은 우리의 모든 교사들과 기타 전문가들이 펜실바니아 주의 요구 조건에 맞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의 교사 배정 또는 기타 전문가의 배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여러분 자녀의 교장 선생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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