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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께: 
 
여러분의 자녀는 2015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 (ESSA)에 따라 연방 정부의 타이틀 I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타이틀 I을 위한 연방 정부 지침의 일환으로, 자녀의 학교는 학생의 학업 수행 및 교사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학교가 어떻게 이러한 기대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http://schoolquality.virginia.gov/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학교의 프로필을 보시려면 검색창에 자녀 학교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인쇄된 학교 프로필을 얻기 원하시면 자녀 학교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 (ESSA)은 타이틀 I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의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시험 
참여에 관한 주 및 지역 기관의 방침 그리고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시험을 거절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학년별 요구되는 시험에 관한 정보는 https://www.fcps.edu/about-
fcps/performance-and-accountability/student-assessment/grade-level-tests에서 얻으실 수 있으며, 시험과 관련된 
학부모들의 권리에 관한 정보는 https://www.fcps.edu/node/34277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법 (ESSA)은 타이틀 I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의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교사에 대한 
특정 정보를 문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학부모들은 교사에 대한 다음 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받은 학위 및 각 학위 과정에서 공부한 전공 분야를 포함한 교사의 대학 및 대학원 준비 정도; 
• 인준받은 과목과 학년을 포함한 교사의 자격증 상태 그리고 교사 자격증이 자녀 과목이나 학년 수준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교사들의 자격 여부에 관한 정보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사 또는 보조 교사에 대한 해당 정보를 받기 원하시면, 아래에 있는 FCPS 인적자원 자격증 사무처에 
서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얻으시려면, 문의 편지에 반드시 다음 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녀 이름, 자녀 학교 이름, 여러분이 알고 싶은 교사 또는 보조 교사의 이름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Human Resources Licensure Office 
 8115 Gatehouse Road 
 Falls Church, Virginia 22042 
 
타이틀 I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수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High Quality Staff in Title I 
Schools”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음) FCPS의 타이틀 I 보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fcps.edu/about-
fcps/performance-and-accountability/title-i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 I 보조금이 어떻게 자녀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학교 행정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Tara Lobin, Ed.D. 
타이틀 I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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