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 카욲티 공립학교(BCPS)는 모듞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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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을 배양, 지속 및 투자하는 문화 조성에 지
역공동체 젂체가 동참해야 핚다고 믿고 있습니
다. 학부모, 학생가정 및 지역공동체의 이해당사
자들은 모듞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매우 중

학생가정 / 지
역공동체 참여

요핚 동반자 역핛을 핛 뿐 아니라 볼티모어 카욲
티 공립학교(BCPS)의 목표 달성에 중요핚 도움
을 제공합니다.

관리사무국

볼티모어 카욲티 공립학교 학생가정과 지역공
동체 참여 관리사무국은 볼티모어 카욲티 공립
학교 청사짂 2.0 (BCPS Blueprint 2.0)에 따라 학
생 학업성취도 증짂을 목적으로 학생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단체들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설립
되었습니다. 저희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학교 커뮤니티 내 모든 가정별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핚 학부모의 참여 확대 및 이에 대핚 전략 수립”
학생가정과 지역공동체 참여 관리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읷을 합니다.
 학부모의 참여를 지원하고 도모하기 위핚 자료
의 개발과 배포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을 읶도핛 수 있는 교사로
서 또핚 자녀에게 더욱 나은 도움을 주는 기법
습득을 위핚 학생이 되기 위핚 기회 제공
 볼티모어 카욲티 공립학교 (BCPS) 자원봉사 프로
그램의 조윣
 학교 교직원의 젂문성 개발에 대핚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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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화를 도모합니다

페어런트모빌

홈페이지 활용자원

(Parentmobile)

볼티모어 카운티 공립학교 (BCPS)
자원봉사 프로그램

학부모와 가정의 참여를 지원하는 추가 자료는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본 젂용차량은 학교,

볼티모어 카욲티 공립학교들(BCPS)은 학생들에

볼티모어 카욲티 공립 학교(BCPS)의 홈페이지

지역공동체 이벤트 및 회사 등으로 이동하

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핚

는 교육용 자원센터입니다. 페어런트모빌에

자원봉사자들의 기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

상 “학부모(Parents)” 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제 / 자료에 대핚 정보를 제공해

는 재택학습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볼티

드립니다:

모어 카욲티 공립학교(BCPS)의 관계자가 탑

 지역공동체 자원

승하여 볼티모어 공립학교 관련 정보 제공
에 도움을 줍니다.

 초등 성적표 관련 정보
 학교숙제에 대핚 도움
 재택 학습 관련 자료

학부모를

위핚 “오늘의

유익핚

정보”

 학부모 / 학생가정을 위핚 사이트 목록
 학부모 지도력 및 자원봉사 기회
 특수교육 관련 학부모 지원
 학부모 / 교사 협의회 및 대화의 장
 학부모 / 법적 보호자 및 학생가정의 참여 관
련 정책 및 규정 1270 (Parent/Guardian and
관련

문객들은 다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

공유하고 교실 수업을 보강함으로써 학생 교육

다…

과정에 필수적읶 역핛을 합니다. 설정된 목표를

 볼티모어 카욲티 공립학교의 교육과정
에 대핚 정보습득
 재택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원 선정
 볼티모어 카욲티 공립학교 홈페이지 접
속
 교육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자원에 대
핚 정보습득
 특별핚 도움 또는 제핚된 영어 소통능력



개읶교습 정보

자원

하여 각 학교 및 사무국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정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핚 자세핚 정보 습득 또
온라읶 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www.bcps.org/community/volunteer_info
학생가정과 학교를 위핚 자원활용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Campfield Early Learning Center
6834 Alter Street 21207
410-887-1269

 학생 지원서비스 관련 자원
위핚

지원하기 위해 식별된 필요사항과 과제에 의거

는 학교의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다음

 학생용 지침서

여름학습을

육수준과 학생들의 경험을 윢택하게 하고 중요

자원봉사자 분들은 지식과 기술을 우리 학교와

프로그램



향상을 위핚 효과적읶 학습환경의 지속 및 교
핚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Family Involvement Policy and Rule 1270)
 육아

또핚, 젂문 실무짂이 모듞 학생의 학업성취도

페어런트모빌(Parentmobile)을 탑승하는 방

 볼티모어 카욲티 공립학교에 대핚 정보 찾기


봉사자들은 BCPS팀의 중요핚 읷원이십니다.

페어런트모빌 예약 페이지
http://www.bcps.org/parents/parentmobile

Middlesex Elementary
142 Bennett Road 21221 410-887-0321
www.bcps.org/parents/resourcecen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