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ndbook – Family Involvement (가족의 개입) 

 

학교 방문 (School Visitation) 

HCPSS는 학부모/가디언들의 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11 월에 열리는 미교육주간은 학교 방문의 최적기일 

것입니다. 그밖의 시기에 방문하게 될 경우, 수업 지장을 제한하고 모두의 안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방문자는 

다음 절차를 따를 것이 요청됩니다.  

 

● 학교 방문을 원하는 분은 방문의 목적을 논의하고 방문자와 학교 측의 편리한 시간을 잡기 위해 최소한 

24 시간 전에 교장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방문객들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교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사는 수업상의 필요와 학생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위해 방문 스케줄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한 참석자만이 참관/방문 및 자원 봉사 기회가 허용됩니다.  
● 학생은 다른 학생을 따라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교무실에서 서명하고 방문자 배지를 받으며 비밀유지 양식(Confidentiality form)에 서명합니다. 

방문객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비록 참관하게 되는 다른 학생들의 가족과 협력하는 관계가 있을지라도 귀하의 자녀와 관련이 없으면 

참관하는 학생(들)에 관련된 기밀정보나 그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지 마십시오.  
● 방문자와 교직원 혹은 학생간의 상호교류는 제한됩니다.  
● 방문자는 비디오 녹화, 오디오 녹음, 사진 촬영, 실시간 방송 또는 참관한 어떠한 부분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합의된 시간 동안만 학교에 머물고, 적당한 시간 동안만(60분을 초과하지 않는) 합의된 교실이나 건물 

소재지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 참관하는 동안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염려되는 점, 또는 의문 사항을 학교 행정책임자와 상의하십시오.  
● 교직원과의 추가 면담이 필요할 경우 서로에게 편리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학교 향상 팀 (School Improvement Teams) 

각 학교는 해당 학교의 수업내용 및 학업성적의 개선 과정을 감독할 목적으로 교직원, 부모들과 그리고 기타 

커뮤니티 멤버들로 구성된 학교 향상 팀을 두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회 (Parent Teacher Association) 

하워드 카운티의 모든 종합 공립 학교들은 학부모교사회(PTA) 혹은 학부모교사학생회(PTSA)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PTA/PTSA에서는 학부모, 교육가, 학생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학교에 유익을 

가져오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PTA의 회의 일시에 대해서는 각 학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PTA는 아이들을 

위한 강력한 의사 표명, 가족을 위한 관련 자원,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굳건한 옹호 및 아이들의 웰빙 추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월요일은 하워드 카운티의 PTA 협의회가 소집되는 날입니다. 카운티 내 각 학교에서 세 명의 

대표들 – 두 명의 협의회 대표들과 PTA 회장 - 이 PTA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입니다. PTA협의회의 목적은 

리더십 훈련, 커뮤니케이션, 옹호 역할, 그리고 하워드 카운티의 전반에 걸친 공조를 함으로 학교의 PTA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녀 학교나 PTA 협의회 사무실(410-740-5153 혹은 

office@ptachc.org)로 연락하거나 www.ptachc. org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교육이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자문협의회(Community Advisory Council to 

the Board of Education) 

지역사회자문위원회(CAC)는 지역사회 모든 분야로부터 멤버를 뽑아 대중으로부터의 우려사항, 자문, 정보 

등을 교육 이사회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교육 과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기 중 한달에 한번 모이는 CAC 는, 새로운 계획을 제기하고 사건들을 조사하며, 교육이사회에 제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CAC 회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hcpss.org/board/cac를 참고하시거나 cac.hocoboe@gmail.com의 CAC 앞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s) 

지역 사회가 활발하게 교육과정에 참여할 때 학교들은 더 강화됩니다. 커뮤니티 멤버들은 자문위원회에 

참여함으로 학교 시스템 정책에 조언할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안을 검토하고 예산의 

우선순위, 학교 건축, 출석지, 학사 달력, 정책과 같은 특정 현안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과 

자문위원회는 특정 과목의 수업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교과 과정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행정 자문 위원회 (Administrative Advisory Committees) 

교육이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자문 협의회 연락은 CAC.hcpss@gmail.com으로 이메일 하거나 공공정보실   

410-313-6600으로 전화 하십시오.  

 

학업 달력 위원회 – 410–313–1543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위원회 – 410-313-1542 

 

출석 영역 위원회 – Timothy Rogers, 410–313–1554 

 

수업 재료 기준 및 검토 위원회 – Nancy Czarnecki, 410–313–6623 

 

학교 대항 운동경기 – John E. Davis, 410–313–6630 

 

성소수자(LGBTQ) – Kami Wagner, 410-313-7178 

 

정신 건강 커뮤니티– Cynthia Schulmeyer, 410-313-7021 



 

정책 검토 위원회 – 정책 매니저 

 

학교 보건 협의회 – Kerrie Wagaman, 410–313–6812 

 

학교 개선 팀 – 학교장에게 연락  

 

학교 명명 위원회 – Anissa Davis, 410–313–6607 

 

학교 기획 위원회 – Daniel Lubeley, 410–313–8203 

 

학생 도보 구간 위원회 – Brian Nevin, 410–313–6726 

 

테크놀로지 – Justin Benedict, 410–313–6844 

 

교재 선정 위원회 – 교과과정 코디네이터  

 

교과 자문 위원회 (Curricular Advisory Committees) 

하워드 카운티로의 교량 – Marty Cifrese, 410–313–7185 

 

직업 및 기술 교육 커리어 아카데미 – Sharon Kramer, 410–313–6797 

 

초등 교과과정 – Ebony Langford-Brown, 410–313–6665 

 

영어 – Nancy Czarnecki, 410–313–6623 

 

예술 (미술, 댄스, 연극) – Gino Molfino, 410–313–6634 

 

영재교육 – Debbie Blum, 410–313–6800 

 

수업용 테크놀로지와 도서 미디어 – Melissa Daggett, 410–313–7043 

 

수학 – Jon Wray, 410–313–6635 

 

과학 – Nate Hall, 410–313–1553 

 

사회 – 

● Kimberly Eggborn (초등) 410–313–5678 
● C. Renee Bos (중고등), 410–313–7489 

 

 

세계의 언어 – Kimberly Banks, 410–313–5663 



 

교육감 자문 위원회 (Superintendent Advisory Committees) 

다양성, 평등, 포용 자문 위원회 - 410–313–1542 

 

정신 건강 위원회 고문단 – Cynthia Schulmeyer, 410–313–7021 

 

프로그램 혁신 자문 이사회 – LaRee Siddiqui, 410–313–6608 

 

특수 교육 시민 자문 – Terri Savage, 410–313–6656 

 

커뮤니티 뉴스 및 프로그램 (Community News and Programs) 

커뮤니티의 비영리 단체들이 제공하는 교육적 또는 오락적인 이벤트와 자원들 그리고 방과 후/주말 

프로그램들을 HCPSS의 Community News and Programs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ommunity-programs.hcpss.org/) 주요 단어나 카테고리, 또는 연령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새로운 리스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시설 이용 (Use of School Facilities) 

교육이사회는 커뮤니티 단체들이 공립 학교 시설을 이용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 학교 그룹에 의한 학교 

시설을 다룬 정책 10020학교 시설 사용의 사본은 www. hcpss.org/board/policies/10020.pdf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여료, 직원 대기 및 에너지 사용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 여부, 요금, 준수 사항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www.hcpss. 

org/parents/facilities를 방문하거나 전화 410-313-7477 지역 사회의 학교 시설 사용 사무실 (Community 

Use of School Facilities Office) 로 문의하십시오. 프로그램 제공은 판데믹 관련 학교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https://community-programs.hcp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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