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을 

찾으러  

어디로 

여러분의 학교, 교육국, 

또는 주정부의 교육 

체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 보아야 

하는 지 알려 주는 

지침서입니다. 

갈까요 
 

  학교 참여 지침서 
 

EdSource는 1977년에 가주에 “복잡한 교육 문제 사항들을 간단 명료하게 도와주자”라는 취지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독자적인 주 차원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정치적이거나 교육적인 사항들에 찬성이나 반대를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킵니다. 이 학교 참여 지침서의 발행 목적은 좀 더 많은 대중에게 홍보하여서 공립학교를 위해 좀더 정보를 제대로 알고 진지한 참석과 결정을 하도록 북돋아 주는 데 있습니다. 

  

EDSOURCE 



 가주 공립학교 체제에 처음이거나 새로운 학교에 전학을 왔거나, 아니면 그저 질문이 있거나 간에 학교라는 곳은 참으로 혼동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생으로서 또는 여러분이 학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특정한염려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공식적으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책자는 바로 여러분이 답이 필요할 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사람을 찿을 수 있게 도와 주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참여하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에 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 자체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여러분의 역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하고 학교를 보조할 때 자녀들이 더욱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학교학교학교학교 참여라는참여라는참여라는참여라는 것이것이것이것이 무엇을무엇을무엇을무엇을 의미하며의미하며의미하며의미하며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인가요것인가요것인가요것인가요? 

 이 책자에서 여러분은 이 질문에 여러가지 많은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흥미, 능력, 시간 여유에 따라 여러분의 참여하는 방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일제일제일제일 먼저먼저먼저먼저, 여러분은여러분은여러분은여러분은 부모로서부모로서부모로서부모로서 자녀의자녀의자녀의자녀의 학교에학교에학교에학교에 협조해야협조해야협조해야협조해야 할할할할 책임이책임이책임이책임이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교 과제를 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영어로든지 모국어로든지 같이 책을 읽는 시간을 내십시요.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리고 학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입증시키십시요.  여러분 자녀의 학교 출석이 가정에서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하십시요.  가능한 한 학교 행사에 참석하십시요. 특히 학부모-교사 상담 시간에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필요하시면 통역해 줄 사람과 같이 가거나 학교에 통역사를 요청하십시요. 

 학부모들도학부모들도학부모들도학부모들도 우리우리우리우리 공립학교의공립학교의공립학교의공립학교의 자질에자질에자질에자질에 공동공동공동공동 책임이책임이책임이책임이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학교와 정기적으로 대화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사나 필요한 경우, 교장 선생님께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알려 주십시요.  어렇게 함으로써, 학교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며 여러분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학교가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든지, 고 수학이든지, 컴퓨터 쓰는 법이든디, 부모님께서 무엇을 자녀들이 배우기를 원하는지에 관해서 학교에 있는 교육자들과 대화를 나누십시요. 많은 학교에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하여 이중 언어 자문 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편한 상태에서 통역을 동반하여서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롤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께 여러분의 학교에 이런 자문 위원회가 있는 지 문의 하십시요. 모든모든모든모든 부모는부모는부모는부모는 권리를권리를권리를권리를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가주에는 미성년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는 다음과 같이 공립 학교 체제에 속한 학부모님들에게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는 다음과 같이 공립 학교 체제애 속한 학부모님들에게 법적잉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부모님은 자녀가 문제가 있음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 부모님은 자녀에 관한 모든 문서를 보고자 하는 요청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문서에서 발견된 동의하지 않는 사항들에 관하여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자녀에게 잘못된 일이거나 불공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염려를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연락하십시요!  교사, 사무 직원, 그리고 교장 선생님 모두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님게서 도와주시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나 초등학교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물어 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이름           

   학교 주소           

   전화 번호       팩스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직원직원직원직원  이름이름이름이름    전화전화전화전화    

Email    

 
 담임담임담임담임 교사교사교사교사 이름이름이름이름    전화전화전화전화    

Email    

 

 
 교장교장교장교장 (또는또는또는또는 부교장부교장부교장부교장) 이름이름이름이름    전화전화전화전화    

Email    

 

 
 

 상담상담상담상담 교사교사교사교사 이름이름이름이름    전화전화전화전화    

Email    

 

 
 학부모회학부모회학부모회학부모회 회장회장회장회장 이름이름이름이름    전화전화전화전화    

Email    

 

 

다음다음다음다음 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학교학교학교학교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직원과직원과직원과직원과 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 학교 등록 * 면역 필요 조건 * 학교 행사표  달력  * 학교 건물 내에서 운영하는 탁아 프로그램 * 방과후 프로그램 * 분실물 * 학교 점심 * 결석 * 학교 성적표의 사본 입수 * 누구를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 지에 관한 제반 사항. 
 다음다음다음다음 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담임담임담임담임 교사와교사와교사와교사와 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 여러분 자녀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 진전 사항, 그리고 학급에서의 행동 

* 숙제 * 진급 필수 사항 * 학급에서 배우는 사항 * 학급에서 얻을 수 있는 도움 * 시험 성적 결과와 성적표 * 부모님께서 연락 받으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 * 부모님께서 집에서 어떻게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가. 
 다음다음다음다음 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교장교장교장교장 (또는또는또는또는 부교장부교장부교장부교장) 선생님과선생님과선생님과선생님과 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 교과 과정과 학교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 * 학생 징계와 학교 규칙 *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학급과 교사에 배정되는 지 * 학교 복장 규율 * 여러분 자년의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 * 교내 안전 계획 * 여러분이 학교를 도와주고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들 * 학교 자치 위원회나 자문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 그 외에 아무 곳에서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사항들. 
 다음다음다음다음 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고등고등고등고등 학교학교학교학교 상담상담상담상담 교사와교사와교사와교사와 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 여러분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필요 사항들 * 졸업 필수 조건 * 학생의 학과 선택 * 대학 입학 원서, 입학 필수 조건, 입학 시험, 그리고 장학금 * 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에 도움이 되는 특별 프로그램들 * 견습 제도, 취직 소개, 그리고 장래 직업 계획에 관련된 전반 사항 * 대안 학습 제도 및 교과 과정. 
 다음다음다음다음 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학부모회학부모회학부모회학부모회 회장이나회장이나회장이나회장이나 지도자들과지도자들과지도자들과지도자들과 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의논하십시요: 부모나 학생들을 위한 행사 * 학교에서의 자원 봉사 * 봉사하고 싶은 소 위원회 * 회의 시간 * 학교에 영향을 끼치는 입법이나 정치 안건 * 학부모 교육. 
 그밖에그밖에그밖에그밖에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이름과이름과이름과이름과 전화전화전화전화 번호들번호들번호들번호들:      

  



학교와 대화 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 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 보내는보내는보내는보내는 정보에정보에정보에정보에 주의를주의를주의를주의를 기울이십시요기울이십시요기울이십시요기울이십시요. 어떤 교사들은 가정 통신을 보내거나, 전자 우편을 보내거나, 또는 음성 녹음을 씁니다.  학교와 학부모회에서 빈번히 가정 통신을 보내는 데, 가정으로 직접 우송하거나 자녀들의 책가방에서 분실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교들이 학교 인터넷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실린 정보들은 꼭 시간을 내어서 읽으십시요. 여러분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더욱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에 있는 달력에 중요한 날짜들을 기록해 놓으십시요. 

 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학교에서 주관하는주관하는주관하는주관하는 행사에행사에행사에행사에 참석하십시요참석하십시요참석하십시요참석하십시요. 학교에서 종종 부모님들을 개학의 밤, 학부모-교사 면담, 학예회 등등 여러 가지 특별한 학교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러한 행사에 관한 정보를 주시하시고 계시다가 꼭 참석하십시요. 이렇게 학교 행사에 참여하다보면 어느덧 학교라는 곳에 익숙해지며,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바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족 모두가 학교의 중요함을 믿고 있다는 것을 말 해 줍니다. 

 자녀에자녀에자녀에자녀에 관한관한관한관한 사적인사적인사적인사적인 질문은질문은질문은질문은 개인개인개인개인 면담면담면담면담 시간까지시간까지시간까지시간까지 보류하십시요보류하십시요보류하십시요보류하십시요. 공적인 회의나 행사에서는 교사나 교장 선생님들께서 여러분 자녀 개인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대부분위 교사나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기꺼이 전화 상담이나 개인 면담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어는 시간에 부모님과 연락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지를 꼭 선생님께 알려 드리십시요.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작거나 크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도내에서 학교에 보조금이나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원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또는 학부모회나 후원회와 같은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교 자치회난 그밖에 이중 언어 교육이나 영재 교육등 여러 특별 프로그램의 자문 위원회에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제일제일제일 먼저먼저먼저먼저 해야해야해야해야 하실하실하실하실 것은것은것은것은: 

� 안면이 있는 학부모들에게 그들은 어떤 학교 일에 참여하고 있는 가 물어 보십시요. 

� 교장 선생님께 여러분은 어떤 관심이 있는 지를 알려 주시고 어떻게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에 대해 의논해 보십시요. 

� 여러분 자녀의 교사에게 교실에서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해 물어 보십시요. 

� 관심이 있는 단체나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보십시요. 사무실 직원에게 회의 시간과 장소를 물어 보십시요. 지도자 부모님들께 여러분께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지 물어 보십시요. 

자주 물어 보는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하면하면하면하면 내내내내 자녀의자녀의자녀의자녀의 성적과성적과성적과성적과 시험시험시험시험 성적을성적을성적을성적을 더더더더 잘잘잘잘 이해할이해할이해할이해할 수수수수 있을까요있을까요있을까요있을까요? 여러분 자녀의 교사에게 학습 목표와 학급 내의 성적 제도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요. 교사나 교장 선생님께 여러분 자녀의 기초 능력 (STAR) 시험 성적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요. 자녀가 



학교에서 더욱 잘 배우고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롤 어떻게 여러분과 교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지 물어 보십시요.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하면하면하면하면 내내내내 자녀의자녀의자녀의자녀의 학교에학교에학교에학교에 관한관한관한관한 태도나태도나태도나태도나 행동을행동을행동을행동을 개선할개선할개선할개선할 수수수수 있도록있도록있도록있도록 도와줄도와줄도와줄도와줄 수수수수 있을까요있을까요있을까요있을까요? 교사가 보기엔 여러분 자녀가 교실에서 어떻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지 물어 보십시요. 가정과 학교에서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 지 교사에게 물어 보십시요. 학교에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유익할 지를 결정하는 학교 방침이 무엇이지 교장 선생님께 물어 보십시요. 학교학교학교학교 자체의자체의자체의자체의 성적은성적은성적은성적은 어떠합니까어떠합니까어떠합니까어떠합니까? 각 학교는 필수적으로 해마다 연중 학교 성적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성적표에는 학교 단위의 학생 시험 성적, 학생들의 인종 분포, 퇴학/자퇴 비율, 학생당 교육비 수준, 그밖에 여려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학교 사무실 직원에게 학교 성적표 사본을 달라고 하십시요. 만일 설명이 필요하거나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자원 봉사하시기를 원하시면 교장 선생님께 연락하십시요.  

  



여러분의 학교 교육국에서 여러분의 교육국은 공립 정부 기관이며 일반 시민의 지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의 교육국은 교육국내에 있는 공립학교에 관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응답하여야 합니다. 일상적이거나 찾기 쉬운 정보등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국 안내실에 전화하시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만약 잘 모르시면, 교육감실에 전화하십시요. 그 사무실 직원들은 관례적으로 일반인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기에 언제든지 여러분의 전화를 적절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국 이름           

  주소            

  안내 전화      팩스       

  인터넷 주소            다음다음다음다음 사항들은사항들은사항들은사항들은 교육국교육국교육국교육국 안내실이나안내실이나안내실이나안내실이나 교육국교육국교육국교육국 비서에게비서에게비서에게비서에게 문의하십시요문의하십시요문의하십시요문의하십시요: 교육국내의 부서, 직원들, 그리고 학교들의 전화 번호나 연결 번호 * 등록 절차 * 교육국 경계선 * 어떻게 교육 위원회의 교육 위원들을 연락할 수 있는 지 * 교육 위원회 회의 날짜들.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직함직함직함직함/전화전화전화전화/Email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직함직함직함직함/전화전화전화전화/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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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다음다음다음 사항들을사항들을사항들을사항들을 교육감교육감교육감교육감 사무실에사무실에사무실에사무실에 문의하십시요문의하십시요문의하십시요문의하십시요: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 교육국 방침 * 교육국의 소 위원회들, 특별 위원회들, 그리고 특별 과제들 * 교육국내의 학생 시험 성적 * 교육국의 교육 철학 * 어떻게 교육 위원회에 출마할 수 있는 지 

* 교육 위원회 회의 순서와 회의록 * 그 밖의 제반 사항. 

 교과교과교과교과 과정과과정과과정과과정과 교육교육교육교육 자료부에서자료부에서자료부에서자료부에서 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 사항은사항은사항은사항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교과서 채택 * 교육 수준 * 표준 시험 * 매그넷, 쵸이스 등 다양한 특수 학교 프로그램. 

 학생학생학생학생 사역사역사역사역 (종종종종종종종종 학생학생학생학생 인사과란인사과란인사과란인사과란 명칭을명칭을명칭을명칭을 씀씀씀씀)에서에서에서에서 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 사항은사항은사항은사항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교육국을 통해서 제공되는특별 교육 프로그램 (예로 특수 교육, 이중 언어 교육, 영재 교육) * 여러분 자녀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 학생 심사와 배치 과정 * 특별 시험 성적 결과 설명. 

 영업부에서영업부에서영업부에서영업부에서 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담당하는 사항은사항은사항은사항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지역 사회의 학교 건물이나 운동장 사용 * 여러분의 교육국이 받는 교육비가 얼마인지 * 어떻게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는 지 * 학교 건물 상태와 수리가 필요한 곳들 * 교육국 차원의 구매 * 교육국 예산안. 

 학교학교학교학교 경계선과경계선과경계선과경계선과 선택에선택에선택에선택에 관하여서관하여서관하여서관하여서: 학교 선태과 학교 경계선, 타 교육국과의 전학, 교육국내의 전학 들에 관한 규례는 각 학교 교육국마다 다릅니다. 교육국 안내원이나 교육감 사무실 직원에게 어떤 부서나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지 물어 보십시요. 



교육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대답합니다. 피선된 공인으로서, 교육 위원회 위원들은 여러분을 대표하며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합니다. 정책을 수렴하는 사람들로서, 교육 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국의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국의 경영 방책을 정하고, 교육국의 모든 운영 상황을 감독하며, 교육국의 교육감을 채용합니다. 그들은 학교 운영에 관한 자세하거나 특정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항상 명쾌한 대답을 줄 수 없을 지라도 누구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에 관해서 교육 위원회 위원들에게 문의하십시요: 교육국 비젼과 목표 * 교육국 정책 * 최근에 결정된 사항들에 관한 질문 * 현행 안건들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 * 그 밖의 제반 사항. 교육 위원들의 성명/전화 번호/ 전자 우편 주소: 

             

             

             

              

교육국과 대화 소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자녀들의 學校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교사, 교장, 교육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락하십시요. 서명을 한 편지를 쓰시는 일을 학교에 문서로 보관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표현하실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께 보여 주길 원하는 만큼의 예절과 경의를 갖추십시요. 그리고 교육국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일에 대해 말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훌륭한 학교 직원이나, 교사, 또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국 지도자들에게 알려 주십시요.  교육자들은 지역 사회로부터 그러한 승인을 받는 것을 값지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톻해서 여러분은 학교의 후원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교육국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 학교내의 그룹이나 소위원회에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요. 이런 일들은 종종 교육국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교장 선생님께  ‘좀 더 큰 시야의 그림’ 에 대해 배우고 싶은 관심이 있음을 알려 주십시요. 

� 교육국의 안건 사항들에 대해 좀 더 많이 알도록 하십시요.  교육국에서 발송하는 편지나 정보들은 꼭 읽도록 하십시요. 만일 교육국이 인터넷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을 자주 방문하십시요. 교육 위원회 회의나 교육국에서 주관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셔서 사람들도 만나고, 현행 안건들에 대해서 배우고 참여할 기회를 찾아내십시요. 

� 건물 특별 위원회, 교육국 기획 위원회, 예산 평의회 같은 교육국 특별 위원회에 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요. 교육국 지도자와 교장 선생님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 주십시요. 

 



카운티 교육청 카운티 교육청은 교육국에 여러 가지 업무를 제공하여 주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국이 연관되었을 지 모를 경우나, 다수의 교육국들이 연관된 사항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카운티 교육청이 보통 도와 줄 수 있습니다. 

 다음다음다음다음 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사항들에 관해관해관해관해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교육청을교육청을교육청을교육청을 연락하십시요연락하십시요연락하십시요연락하십시요: 교육국 경계선 * 특수 교육 사역 * 카운티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 (예로 청소년 법원 학교) * 주정부의 규칙 및 학교 재정법의 해석 * 비교 통계 및 여러분과 주변의 학교 교육국들 시험 성적 * 교육국 조직과 통합에 관한 사항들 * 교육국의 퇴학 결정에 관한 항소 및 교육국 간의 전학 결정 * 카운티 교육실의 정책, 예산안, 운영에 관한 사항들. 카운티 교육실 이름:             안내 전화 번호:      팩스:        인터넷 주소:              

  



가주의 전반적 교육에 관한 사항 주주주주 정부정부정부정부 기관들기관들기관들기관들 캘리포니아는 커다란 주입니다. 가주 공립하교 제도에는 1000여개의 교육국이 있으며 600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여덟 명중의 한 학생이 가주에서 교육받고 있는 비율입니다.  가주의 초,중, 고등 교육 지도권은 주 의원들과 주지사, 주 교육감, 그리고 주 교육 위원회에 분할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가주의 법령, 정책, 조직, 그리고 새 안건들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다음의 관계 기관에 연락하면 됩니다. 또한 공청회 날짜와 그밖에 여러분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만 사용하는 사무실들이 많습니다. 

 가주가주가주가주 교육실교육실교육실교육실/주주주주 교육감교육감교육감교육감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721 Capitol Mall 

Sacramento, CA 95814 

P.O. Box 944272 

Sacramento, CA  94244-2720 

916/657-2451  Fax: 916/657-4975 

www.cde.ca.gov 문의 사항들 교과 과정 지침서, 필수교과 과정, 교과 과정 체제 * 고등 학교 졸업장 취득 방법들 * 가주에서 실행하는 시험 종류들 * 타주와 비교한 가주의 등급들 * 연중 고등 학교 실력 평가서 * 학교 안전 통계 

* 어떻게 주 교육법들이 실행될 것인가 * 재학 통계 * 학교 재정 자료 * 주 정부의 특별 프로그램 * 주 교육 예산안 * 가주에 있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 * 교육 판결 건. 

 주주주주 교육교육교육교육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State Board of Education 

721 Capitol Mall, Room 532 

Sacramento, CA 95814 

916/657-5478  Fax: 916/653-7016 

www.cde.ca.gov/board/board.html 문의 사항들: 주 교육 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 입법 안건과 선거 안건들에 관한 교육 위원회의 견해 * 교과 과정의 지침서, 교과서 채택, 교육 목표, 학생 평가 승인 과정 * 주 차원의 교육 정책과 규칙 * 교육법의 규행 예외 * 교육국 경계선 변경. 

 주주주주 의회의회의회의회 교육교육교육교육 소소소소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Assembly and Senate Education Committees 

Assembly (하원 교육 위원회) 

Room 3123 State Capitol 

Sacramento, CA 95814 

916/445-9431 



Senate (상원 교육 위원회) 

2083 State Capitol, Room 2083 

Sacramento, CA  95814 

916/445-2522 문의 사항들: 교육 법안들의 분석과 현재 상황 * 입법 달력 * 위원회 위원들의 성명과 연락처 * 공청회 날짜 * 현재 건의 된 법안의 정보는 인터넷, www.leginfo.ca.gov/bilinfo.html 보시던지, 법안 변호와 체출 위원회 성명을 아시면 입법안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요. (916/445-2323). 

Legislative Bill Room 

Room B32 State Capitol 

Sacamento, CA 95814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Governor’s Office 

State Capitol Building 

Sacramento, CA 95814 

916/445-2841  Fax:  916/445-4633 

www.ca.gov/s/governor 문의 사항들: 건의된 가주 교육 예산안 * 주지사의 교육 정책 * 주 정부의 위원회나 주 교육 위원회 임명에 관한 정보  

 입법입법입법입법 분석분석분석분석 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Legislative Analyst’s Office 

925 L Street, Suite 1000 

Sacramento, CA  95814 

916/445-4656  Faax:  916/324-4281 

www.lao.ca.gov 문의 사항들: 연중 주지사의 예산안 분석 * 교육 법안과 선거안에 관한 비당파적 분석. 

 교사교사교사교사 자격자격자격자격 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 

1812 9
th
 Street 

Sacramento, CA 95814-7000 

916/445-7254  Fax : 916/327-3166 

www.ctc.ca.gov 문의 사항들: 교사 자격증, 교육자 자질 목표, 자격증 시험 날짜와 결과, 대학 프로그램 승인, 선임과 종신 교사 제도 규칙. 

 인터넷인터넷인터넷인터넷 자료를자료를자료를자료를 구할구할구할구할 수수수수 있는있는있는있는 곳곳곳곳 

ED-DATA Partnership 



www.ed-data.k12.ca.us 각 개별 학교, 교육국, 그리고 가주 전체 단위로 재정, 인구 통계, 그리고 STAR시험 자료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WestEd (www.wested.org) 

415/565-3000  Fax: 415-565-3012 가주 교육에 관한 사항들의 연구 조사된 자료와 분석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교수, 그리고 학교 개선에 관한 비디오, 계획 지침서와 그 밖에 여러 출판물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인터넷에인터넷에인터넷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인터넷에는 공립 학교에 관한 주옥같은 귀중한 정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집에 컴퓨터나 인터넷이 없을 경우에는 동네의 공립 도서관에 가셔서 이 책자에 있는 인터넷 정보들을 찾도록 도움을 청하십시요. 

 

연구와 정책 기관들 다음에 열거된 단체들은 초, 중, 고등 교육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들입니다.   그들이 연구 조사된 특정한 안건들에 관해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EdSource (www.edsource.org) 

4151 Middlefield Rd. Suite 100 

Palo Alto, CA  94303-4743 

650/857-9604  Fax: 650/857-9618 독자적이며 비정치적인 단체로서 가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학교 정책과 학교 개선에 관한 사항들, 학교 재정과 예산안, 교육 선거안에 관해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단체에서는 보고서, 요약서, 학교 참여 지참서, 연중 학교 재정 보고서, 교육 위원들의 참고서, ‘가주 학교 개선 쟁점의 이해’와 같은 새로운 안내서 등을 출판합니다. 

 

California Tomorrow 

Fort Mason Center, Building B 

San Francisco, CA  94123 

415/441-7631  Fax: 415/441-7635 

www.californiatomorrow.org 인종적, 언어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가주의 학생들에 관해 연구한 자료를 출판합니다. 

Children Now 

1212 Broadway, 5
th
 Floor 

Oakland, CA 94612 

510/763-2444  Fax: 510/763-1974 

www.childrennow.org 어린이들의 상황에 관한 통계와 출판물이 있습니다. 

 

Policy Analysis for California Education (PACE) 

University of California 

3653 Tolman Hall 



Berkeley, CA 94720-1670 

510/642-PACE  Fax: 510/642-9148 정책 책정자들에게 주 교육 정책에 관한 독자적인 분석, 전문적인 보조, 조언 등을 주며 출판물과 교육 개혁 평가서 등이 있습니다. 

 

주 차원의 교육 단체들 이 단체들은 각각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념을 Sacramento에서 대변하고, 협회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행사를 주관하거나 출판하는 데, 어떤 간행물은 대중의 관심사를 다루기도 합니다. 

 전국전국전국전국 공무원공무원공무원공무원 연합회연합회연합회연합회 (AFSCME) 

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 Municipal Employees 

Statewide Political Office 

121 L Street, Suite 904 

Sacramento, CA 95814 

916/441-1570   Fax: 916/441-3426 

 가주가주가주가주 학교학교학교학교 행정가행정가행정가행정가 협회협회협회협회 (ACSA) 

Association of California School Administrators (www.acsa.org) 

1514 L Street 

Sacramento, CA 95814 

916/444-3216   Fax: 916/444-3739 

 가주가주가주가주 교사교사교사교사 노조노조노조노조 연합회연합회연합회연합회 (CFT)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1 Kaiser Plaza, Suite 1440 

Oakland, CA  94612 

510/832-8812  Fax: 510/832-5044 

 가주가주가주가주 학교학교학교학교 교육위원교육위원교육위원교육위원 협회협회협회협회 (CSBA) 

California School Boards Association (www.csba.org) 

3100 Beacon Boulevard 

P.O. Box 1660 

West Sacramento, CA  95691 

916/371-4691  Fax: 916/371-3407 

 가주가주가주가주 학교학교학교학교 종업원종업원종업원종업원 협회협회협회협회 (CSEA) 

California School Employees Association (www.cesa.com) 

Research Department 

2045 Lundy Avenue 

P.O. Box 640 

San Jose, CA  95106-9986 

408/263-8000  Fax: 408/432-6249 

 



가주가주가주가주 교사교사교사교사 협회협회협회협회 (CTA)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www.cta.org) 

P.O. Box 921 

Burlingame, CA  94011-0921 

650/697-1400  Fax: 650/568-5853 

 전국전국전국전국 아태아태아태아태 교육교육교육교육 협회협회협회협회 (NAAPE) 

National Association for Asian and Pacific American Education 

1212 Broadway #400 

Oakland, CA  94612 

510/834-9455  Fax: 510/763-1490 전국 아태 교육 협회는 아시안계 학생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연중 학술 협의회, 정기적인 협회지, 학생들 장학금 수여 등을 비롯해서, 교육자들과 일반인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주가주가주가주 이중이중이중이중 언어언어언어언어 교육교육교육교육 협회협회협회협회 (www.bilingualeducation.org) 

California Association for Bilingual Education (CABE) 

660 S. Figueroa St. #1040 

Los Angeles, CA  90017-3464 

213/532-3850  Fax: 213.532-3860 가주 이중 언어 교육협회의 취지는 가주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영어, 서반아어, 아르메니안어, 중국어, 월남어 등 여러 가지 언어로 부모님을 위한 연수를 제공합니다. 

 

학부모 참여에 도움이 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곳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교육교육교육교육 참여참여참여참여 전국전국전국전국 연합회연합회연합회연합회 

National Coalition for Parent Involvement in Education 

202/822-8405  Fax: 202/872-4050 

www.ncpie.org 

 손에손에손에손에 손손손손 잡고잡고잡고잡고 

Hand-in-Hand 

800/953-HAND (4263) 

www.handinhand.org 

 도시의도시의도시의도시의 소수소수소수소수 민족민족민족민족 가족들가족들가족들가족들 

Urban Minority Families 

(Part of the Urban Education Web site) www.eric-web.tc.columbia.edu 

 연방연방연방연방 교육국교육국교육국교육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 

www.ed.gov 



학부모와 지역 사회인의 학교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열거된 기관이나 단체들은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인, 그리고 학교 모두가 다 같이 협조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기여하는 곳들입니다. 어디서 찾아야 할 지만 알게 되면 많은 출판물과 모범 프로그램 및 조언들이 많이 널려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주가주가주가주 교육교육교육교육 재단재단재단재단 협회협회협회협회 (CCEF) 

California Consortium of Education Foundations 

P.O. Box 9290 

650/324-1653  Fax: 650/326-7751 

CCEF는 여러분의 학교나 교육국에 지역 재단을 설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서를 비롯해서 가주 안에 있는 여러 교육 재단에 연수와 보조를 제공합니다. 

 가주가주가주가주 교육국교육국교육국교육국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www.cde.ca.gov) 

Parent Center/Instructional Resource Viewing Area 

721 Capitol Mall, 3
rd

 Floor 

Sacramento, CA 95814 

916/657-5424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 Office 

916/653-3768 이곳은 가주 교육국내에 산하하는 곳이며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주가주가주가주 주주주주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협의회협의회협의회협의회 

California State PTA (www.capta.org) 

930 Georgia Street 

P.O. Box 15915 

Los Angeles, Ca   90015 

213/620-1100   Fax: 213/620-1411 주나 연방 차원에서 학부모회는 학부모 참여에 관한 자료와 학생과 학부모들을 옹호하는 여러가지 출판물을 간행합니다. 지역적으로 학부모 협의회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 발전과 보조를 위하여 일합니다. 

 좋은좋은좋은좋은 교육을교육을교육을교육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학부모학부모학부모학부모 교실교실교실교실 

Parent Institutte for Quality Education (PIQE) 

Corporate Office 

4010 Morena Blvd. #200 

San Diego, CA  92117 

619/483-4490 여러분이 사시는 가까운 지역 사무실이 어디 있나 문의 하십시요. 이곳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단체로서 학부모들이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국과 협조하여 일합니다. 특히 소수 민족과 저소득 가정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참여하도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둡니다. 



 평등영어실력평등영어실력평등영어실력평등영어실력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Even Start Literacy Program 

Sallie L. Wilson, State Coordinator 

721 Capitol Mall, 3
rd

 Floor 

Sacramento, CA  95814 

916/657-5218  Fax: 916/653-3987 부분적으로 연방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 단위로 8세 이하  어린이들의 부모님께서 자신들과 자녀들의 읽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줍니다. 

 가주가주가주가주 학생학생학생학생 기회와기회와기회와기회와 문호문호문호문호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CAL-SOAP (California Student Opportunity & Access Program) 

c/o California Student Aid Commission 

Policy and Communications Division 

Attn: Leah Pears 

P.O. Box 419030 

Rancho Cordova, CA  95741 

916/526-7988 

(여러분의 가까운 곳의 지역 단체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십시요.) 지역 사무실과 회원들은 불리한 배경의 학생들과 부모님들과 같이 일하면서학교 성적을 향상시키고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대학교와 재정 보조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대학대학대학 입학입학입학입학 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College and University Outreach Programs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있는 주립 대학들 (UC와  CSU) 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얻으십시요. 

UC계열 대학는 조기 입학 프로그램의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요. 가까운  CSU대학 사무실에 연락하고 싶으시면 562/985-2937로 전화하셔서  

Dave Hamlett을 찾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