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 성공법(ESSA)는 2015년 12
월 10일에 등록된 법안으로 1965년의 초등
및 중등 교육법 (ESEA)를 재인가합니다.
ESSA는 노동권 주, 지역 교육 기관(LEA),
교육구, 차터 스쿨, 부족 스쿨 및 지난 몇
년간 이행된 학교들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재인가된 법은 학생들의 성공과 형평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훌륭한 교육자들을
지원합니다. ESSA의 일부분으로 LEA
및 학교들은 반드시 학부모들에게 다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아이의 진척 상황을 알려주는 개인별
성적표
2. 교사 및 보조 교육자의 전문 자격 여부
3. 학새의 교사가 제한된 증명서/면허를
가지고 있음에 대해 통지
4. 주정부 및 지역 평가에 대한 정보
5. 주정부 또는 LEA 정책- 학생들의 평가
참여
학생의 성적표
귀하께서는 아이의 진척 정도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타이틀 I, 파트 A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반드시 학생이
주정부 평가 중 최소 읽기, 언어 및 수학에서
얼마나 점수를 받았는 지를 설명하는
성적표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타이틀 I 파트 A 프로그램은 LEA 및
학교들이 학습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
지원 서비스 및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타이틀 I, 파트 A는 ESSA가
관리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타이틀
I, 파트 A를 통해 학교들은 2가지 종류의
프로그램 즉, 학교 전체 및 표적 지원에 대한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전체란 학업적 필요에 기초하여 모든
학생들은 본 연방 프로그램이 자금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교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표적 지원이란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학업적 필요에 따라 선택된 학생들만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타이틀 I, 파트 A 사무실
360-725-6100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ld Capitol Building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
타이틀 I, 파트 A 온라인

www.k12.wa.us/TitleI/default

미국 교육부
1-800-USA-LEARN (872-5327)
OSPI는 성, 인종, 신념, 종교, 색깔, 국적, 연령, 퇴역 군인
또는 군인인 상태, 성표현 또는 성정체성을 포함한 성지향성,
감각,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여부 또는 장애인의 서비스견
또는 서비스 동물 사용에 기초하여 모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접근에 대해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차별에 대한 질문 및
컴플레인은 형평성 및 시민권 디렉터에게 (360) 725-6162
또는 P.O. Box 47200, Olympia, WA 98504-7200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알권리
교사 및 보조교육자의 전문 자격
타이틀 I, 파트 A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부모는 학생에게 교습을 제공하는 교사 및 보조교육자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요청 및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사의 자격
교사에 관해서 귀하에게 제공된 정보에서는 최소한 교육자의 자격에 대한 세가지 필수 요소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 요소는 학생의 교사가
99 교습을 제공하는 학년 및 과목에 대해 주정부의 자격 및 면허 기준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
99 주정부 자격 또는 면허 기준이 없이 긴급 또는 기타 잠정적인 상태 하에 교습을 하는 여부
99 교사의 자격증이 있는 학문 분야에서 교습을 하는 지 여부

보조교육자의 자격
타이틀 I, 파트 A 프로그램에서 보조교육자는 반드시 자격이 있는 교사의 감독 하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학교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모든 보조교육자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표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자격이 있는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있는 모든 보조교육자는 반드시
고등학교 학위 또는 GED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다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99 고등 교육 기관에서 최소 2년의 과정을 수료하거나 2년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받거나
99 2년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받거나
99 ETS ParaPro 평가를 통과하였음. 평가는 읽기, 쓰기 및 수학 관련 스킬 및 지식을
측정합니다.
99 이전에 견습직 요건을 이수하였고 여정 카드 또는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및 견습직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지만 공교육감 사무실(OSPI)은 계속하여 이
여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가 제한된 WA 주정부 자격/면허 요건을 달성하였는 지 여부에 대한 통보
제한된 자격 증명/면허를 가진 교사들이 연속 4주간 귀하의 아이를 교습하는 경우 학부모는
적시에 그 사실에 반드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교사 및 보조교육자의 요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교육자 표준 이사회 (PESB) www.pesb.wa.gov 또는
타이틀 II, 파트 A – 교사 및 교장 퀄러티: www.k12.wa.us/TitleIIA

주정부 및 지역 평가에 관한 정보
학부모는 반드시 주정부 및 교육구에서 요구하는
각 평가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본 정보에는
반드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평가되는 과목
2. 평가의 목적
3. 요건의 출처
만약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면 LEA 및 학교들은
반드시 다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
99 예상되는 시간 길이 및 평가 일정
99 결과 배포 시간 및 양식

주정부 또는 LEA 정책에 대한 정보-학생의
평가 참여
각 연초에 LEA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섹션
1111(b)(2) 및 주정부와 LEA에서 규정한 모든
평가에 참여하는 학생에 관해 주정부 또는 LEA
정책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그리고 LEA가
제공할 것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정보에는
정책, 절차 또는 해당될 경우 평가를 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ESSA 섹션 1112 (e)
(2)(A)].
왜 주정부 시험을 꼭 봐야 하나요? 교육구
및 커뮤니티는 주전체에 걸쳐 각기 틀립니다.
가족들은 아이들이 칼리지 및 직업을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나가는 지에 대해 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택한 커리큐럼이 주정부 학습 표준 을 충족하는
지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하는 지 알아야 합니다.
주정부 시험은 주정부 법(RCW 28A.230.095)
및 연방법(초등 및 중등 교육법). 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이 요구되는 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평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k12.wa.us/assessment/
StateTesting/FAQ.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