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AP 연도(2017-18, 2018-19, 2019-20 중에서 선택)
2018-19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 및 연간 업데이트(LCAP) 템플릿

자치 책무 운영

부록: 일반 지침 및 규제 요구 사항.

계획안 및 연간

부록 A: 우선 순위 5 및 6 등급 계산
부록 B: 안내 질문: 사례로 사용(제한 없음)

업데이트(LCAP)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십시오;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링크도 템플릿에서
제공합니다.

템플릿
LEA 명칭
Cypress 교육구

LCFF 평가 기준: 본 LCAP의 근거가 되는 핵심 데이터. LEA의 전체

연락처 담당자 및 직책
Tandy Taylor
교육 서비스 이사

2017-20년도 계획 요약
개요
학생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그리고 LEA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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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전화
ttaylor@cypsd.org
(714) 220-6920

Cypress 교육구에는 North Orange 카운티의 교외 커뮤니티에 속한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본
교육구는 매년 약 4,000명의 학생을 교육합니다. 이중, 35%는 사회경제적 빈곤층, 16%는 영어
학습자, 8%는 특수교육 대상 그리고 1% 미만은 위탁보호 대상입니다. 교직원, 학부모 및 커뮤니티가
협력하여 Cypress 교육구의 비전, 임무, 핵심 가치를 반영한 LCAP(지역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를
개발했습니다. LCAP는 학업 성취도,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소통 및 전체 학생에게 매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고품질의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보장하는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임무 ~
우리는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 줍니다.
모든 학생,
모든 순간,
모든 기회!
비전 ~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역동적인 학습에 참여하십시오.
핵심 가치 ~
Cypress 교육구의 가치,
우리는 존경과 진실성을 지니고 일합니다;
우리는 혁신과 다양성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감수성, 적극성, 인내심을 지향합니다.

LCAP 강조 사항
올해 LCAP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LCAP는 커리큘럼과 교육,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안전하고 매력적인 환경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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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검토
LCFF 평가 기준에 포함된 주의 지표 및 지역 성과 지표에 대한 실적 검토, LCAP 목표, 지역 자체 평가 도구,
이해 관계자 의견 또는 기타 정보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LEA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LEA는 이와 같은 성공을 어떻게 유지 또는 달성할 계획인가? 여기에는 저소득층 학생, 영어 학습자 및 위탁보호
청소년에 대한 과거 교육의 증가 또는 개선이 이와 같은 학생의 성적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진보
CYPSD(Cypress 교육구)는 사회경제적 빈곤층 및 영어 학습자까지 포함하여 LCFF 기준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기대 수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LCAP의 목표와 행동은 학생과 커뮤니티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LCAP에 명시된 활동과 교육을
실행하여 해당 LCAP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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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리고
음악. 이 프로그램은 영어 학습자, 특수교육 및 사회경제적 빈곤 학생을 포함하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을 강화 및 확장시키는 능동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수업은 우리가 교육하는 다양한 학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2016년 여름부터 Cypress 교육구는 6개의 STEM 실습실과 6개의 음악 교실을 6개 학교 각각에
설치했습니다. 본 교실은 각 교과 과정의 고유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STEM
교실의 세부 사항은 학생에 맞게 탄력적으로 진행하여 교사가 학생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교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 교실에는 Chromebook 및 학생과 교사의 컴퓨터 내용을 투사할 수 있는
3개의 평면 TV도 설치했습니다. 각 음악 교실에는 대형 평면 TV, 청각 시스템 및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작업은 2017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STEM TOSA(특별 과제 교사) 2인을 채용하여 STEM 및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NGSS) 실행을 보조합니다. 본 사항은 Orange 카운티 STEM 개발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Cypress 교육구에서 공학에 중점을 두어 실행합니다. 2017/18학년의 경우, STEM TOSA는 학년별
단위 학습에 대해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NGSS)의 교육을 100% 이수한 Cypress 교육구 교사입니다.
학부모에게 NGSS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STEM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STEM 학부모 교육 수업을 2회 개최했습니다. 2018/19학년에는 현재 개발된 TK-6
STEM 모듈을 완벽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STEM TOSA는 공동 기획, 공동 학습 및 모델링 수업을
통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을 수행합니다.
Cypress 교육구에는 교양 음악부터 전체 TK-6학년 학생에 맞도록 자격을 갖춘 음악 교사가 3명
있습니다. 학생은 학습에 포함된 음악 표준과 연속성이 있으며 의미가 소통하는 음악 수업을 매주
직접 받았습니다. 각 학교는 학생의 학습 및 노력이 돋보일 수 있도록 연말 연시에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은 방과 후 합창단이나 세계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다음
학년에는 자격을 갖춘 음악 교사를 2명 더 선발합니다. 이를 통해 Cypress 교육구는 합창단 및 세계
음악 앙상블을 성장시키고, 방과 후 밴드 프로그램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STEM 및 음악 프로그램 외에도, 학습 지도 코치는 모든 인증된 교직원에게 전문적인 개발
및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코치는 데이터 조사를 통해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가
교재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학습 지도 코치는 2018/19학년에도 현재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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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FF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전체 성적이 "적색"또는 "주황색" 성적 범주에 있거나 LEA가 "만족하지 못함" 또는
"2년 이상 만족하지 못함" 등급을 받은 주 또는 지역의 성적 지표를 확인합니다. 또한, 지역 성적 지표 또는 기타
지역 지표를 검토하여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LEA가 판단한 분야를 확인합니다. 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개선
필요성에 맞는 대처를 위해 LEA는 어떤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가장 시급한 필요성
LCFF 기준에 따르면 Cypress 교육구 전체 성적 분야 중 "적색" 또는 "주황색" 성적 범위에 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어 과목 영역, 수학 및 정학 항목의 전반적인 성적 레벨은 "녹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어 학습자 성취도는 "황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영어 학습자 성취도는 황색으로
표시되었으나, 캘리포니아 주 학교 대시보드에는 전반적인 성적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LCFF 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어떤 학생 그룹의 성적이 "전체 학생" 성적보다 2단계 이하의 성적 레벨이었는지
주의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LEA 계획이 이런 성적 격차를 해소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성적 격차
전체 Cypress 교육구는 모든 분야에서 충족 또는 초과한 상태이나, 다음의 하위 그룹은 "전체 학생"
성적 수준보다 2단계 낮은 성적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사회 경제적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노숙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영어 언어 분야입니다.
Cypress 교육구는 2018/19학년에 TK-6학년 학생의 학습 기대에 더 잘 부합하는 새로운 Language
Arts 시리즈를 채택했습니다. 2018/19학년 교장은 학년 레벨 팀과 3회 만나 SBAC, 지구 평가 및
출석을 포함한 성적 데이터를 검토할 것입니다. 학년 레벨 팀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학생의 성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학습 지도 코치는 교사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2018/19학년에도 교사와 협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교사는 여유 시간 동안 동료와 협력하고 시범 수업
및 보고회를 관찰하고 학습 지도 코치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Cypress 교육구는 ELA/ELD 구현에 초점을 맞춘 3일간의 ELA/ELD 전문 개발 및 2가지의 3시간 전문
개발 세션을 제공합니다. 교육구 내 학년 레벨 팀은 연중 최소 7회 모여서 학생의 업무를 토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합니다.
장애 학생은 "전체 학생"보다 2단계 낮은 레벨입니다. Cypress 교육구는 회복적 교육법을 포함하는
대안적인 징계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을 다루는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교직원은
훈련을 받았으며 행동치료 중재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2017/18학년 Cypress 교육구는 특별 과제
교사(TOSA), 행동치료/통합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행동치료/통합 전문가는 학생 행동과 관련하여
교육 및 중재에 대한 교육구 전체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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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LEA가 저소득층 학생, 영어 학습자 및 위탁보호 청소년 교육을 향상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교육 향상 또는 개선
상기 참조.

예산 요약
아래의 표를 완료하십시오. LEA는 그래픽 등의 추가 정보 또는 세부 정보를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설명

금액

LCAP 연도 총 일반 예산 지출

$42,550,380.00

LCAP에서 LCAP 연도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된

$$4,563,913

활동/서비스를 위한 총 일반 예산
LCAP는 포괄적인 계획 도구를 위한 것이지만, 일반 기금 예산 지출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LCAP 연도 내
LCAP에 포함되지 않은 위에 명시된 일반 기금 예산 지출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중복되지 않은 학생 수에 대해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일반 기금
급여, 공과금 및 관련 비용은 LCA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설명

금액

LCAP 연도 총 예상 LCFF 수익

$33,251,4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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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데이트
검토한 LCAP 연도: 2017-18
전년도 LCAP의 각 LEA 목표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목표 1
주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을 갖춘, 엄격한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 목표에서 대처하는 주 및/또는 지역 우선 순위:

주 우선 순위:

X
X
X
X
X

우선 순위 1: 기본(학습 조건)
우선 순위 2: 주 표준(학습 조건)
우선 순위 4: 학생 성취도(학생 성적)
우선 순위 7: 교과 접근성(학습 조건)
우선 순위 8: 기타 학생 성취도(학생 성취도)

지역 우선 순위:

연간 적정 성적
예상

실제

기준/지표

우선 순위 1- 기본

우선 순위 1- 기본

a. 교직원의 100%가 높은 자격을 갖춤 - 윌리엄스 법(Williams Act)

a. 높은 자격을 갖춘 교직원

b. 학생의 100%가 핵심 교과목에 접근 - 윌리엄스 법

b. 표준에 부합하는 교재

페이지 7/92

예상

실제

17-18
a. 유지
b. 유지
기준 수준
c. 핵심 교재 및 주 표준에 따라 영어 학습자를 100% 지도했습니다
d. 학업 지표: ELA- 상태: 큰 변화: 유지 수학- 상태: 큰 변화: 유지
기준/지표

우선 순위 2 주 표준 실행

우선 순위 2- 주 표준 실행

CYPSD는 다음과 같이 연간 적정 수준 성적을 충족합니다.

c. 위원회 실행을 통해 전체 학생을 위한 학업 내용 및 성적 표준을

c. 학생 100%가 주 표준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채택했습니다

d. 영어 학습자 100%가 핵심 교재 및 주 표준을 사용한 교육을 받습니다

d. 영어 학습자는 채택한 표준에 맞게 접근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17-18
c. 유지
d. 유지
기준 수준
c. 핵심 교재 및 주 표준에 따라 영어 학습자를 100% 지도했습니다
d. 학업 지표: ELA- 상태: 큰 변화: 유지 수학- 상태: 큰 변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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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제

기준/지표

우선 순위 4- 학생 성취도

우선 순위 4- 학생 성취도

CYPSD는 다음 표지와 같이 연간 적정 수준 성적을 일부 충족합니다.

학생 성취도 필요에 맞게 다음 모두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e. ELA 상태는 유지되었으나, 상태 지표 재측정에 따라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e. 학업 지표

수학 상태는 유지되었으며 e. 학업 지표 상태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ELA- 상태: 큰 변화: 감소 수학- 상태: 큰 변화: 증가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CYPSD는 영어 평가(English Language Assessment) 변화에 따른 소수

17-18
e. 유지

학생의 재분류 표지와 같이 연간 적정 수준 성적을 일부 충족합니다.
상태: 높음

f. 유지

변화: 하락

기준 수준
e. 학생 100%가 섹션 51210 및 51220(a)-(i)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학습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수 및
장애 학생이 포함됩니다.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상태: 매우 높음
변화: 유지

기준/지표

교과 접근성 우선 순위- 7/8

교과 접근성- 우선 순위 7/8

CYPSD는 다음과 같이 연간 적정 수준 성적을 충족합니다.

g. 교과 접근성

g. 학생 100%가 섹션 51210 및 51220(a)-(i)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학습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수 및

17-18
g. 유지

장애 학생이 포함됩니다

활동 / 서비스
작년 LCAP에서 활동/서비스를 복사하여 다음 표 각각에 대해 사본을 완료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start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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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응용, 창의성을 Cypress 교육구는 높은 수준의

핵심 교과목 4000-4999: 도서 및

핵심 교과목 4000-4999: 도서 및

포함하는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사고력 응용, 창의성을 포함하는

물품 기준 $250,000

물품 기준 $1,218,709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보충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보충

교육 과정 4000-4999: 도서 및

교육 과정 4000-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278,737

물품 추가 $278,737

부합하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부합하는

포함하는 영어 언어 분야, 수학,

영어 발달 시험(ELD)을 포함하는

과학, 역사사회 과학, 시각 및 공연

영어 언어 분야, 수학, 과학,

예술, 체육 교육 등이 포함된 수준

역사사회 과학, 시각 및 공연 예술,

높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육 교육 등이 포함된 수준 높은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및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4000-

및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4000-

과제는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제공했습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49,816

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49,816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예: GATE,

과제는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충족시켰습니다(예: GATE, 영어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핵심 교과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과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핵심 교과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강의실 과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강의실

있습니다. (우선 순위: 1, 2, 7)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했습니다.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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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영어 학습자(EL) 학생을 위한 교육

영어 학습자(EL) 학생을 위한 교육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2000-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2000-

프로그램은 자신의 학년 레벨에

프로그램은 각 학년 레벨에 따른

맞는 영어 발달 시험(ELD) 표준에

ELD 표준에 맞습니다.

2999: 행정 인력 급여 추가
$56,887

2999: 행정 인력 급여 추가
$59,437

적절한 교실 배치를 위한 여름

적절한 교실 배치를 위한 여름

방학 CELDT - 교사 1000-1999:

방학 CELDT - 교사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13,4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5,361

것과 동일한 엄격한 학년 레벨의

적절한 교실 배치를 위한 여름

적절한 교실 배치를 위한 여름

학업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영어

방학 CELDT - 행정 2000-2999:

방학 CELDT - 행정 2000-2999:

실력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행정 인력 급여 추가 $6,277

행정 인력 급여 추가 $5,820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고안 및
실행됩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어민과 동등한 수준을
습득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습득하여 완전히 능숙하게 됩니다.
(우선 순위: 2)

활동 3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장애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학급 교사-ESY 1000-1999: 자격

학급 교사-ESY 1000-1999: 자격

504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학생의

인력 급여 특수 교육 $55,657

인력 급여 특수 교육 $74,750

행정 직원-ESY 2000-2999: 행정

행정 직원-ESY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특수 교육 $40,286

인력 급여 특수 교육 $69,000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수정을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완전한

행정관 피지명자 1000-1999: 자격

행정관 피지명자 1000-1999: 자격

확인합니다. (우선 순위: 2)

인력 급여 기준 $10,000

인력 급여 기준 $0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504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형평성 및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완전한

학생(SWD)의 형평성 및 교육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수정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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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작업 샘플,

학생의 성취도를 결정하기 위해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관찰, 평가)를 사용하여 학생의

다양한 데이터(작업 샘플, 관찰,

시스템/측정 성취도 5800:

시스템/측정 성취도 5800:

학업 성취도를 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용하여 학생의 학업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보고한 것을 교사, 학년, 학교 및

성취도를 평가, 모니터링 및

추가 $25,000

추가 $22,000

교육구가 학생의 성취도 결정에

보고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사용합니다.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향상을 위한 학생의 성취도 수준에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2000-2999: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2000-2999:

학생의 성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맞게 실행 및 개정되었습니다.

행정 인력 급여 기준 $64,575

행정 인력 급여 기준 $64,575

것입니다. 국가/주/지역 평가

학생 관리 시스템 5000-5999:

학생 관리 시스템 5000-5999: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 작품 샘플,
관찰 및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30,000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38,000

중재를 통하여 성취도 격차가

교재 및 인쇄 4000-4999: 도서 및

교재 및 인쇄 4000-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5,000

물품 추가 $8,758

좁혀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향상을 위한
학생의 성취도 수준에 맞게 검토 및
개정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 4, 8)

활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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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각 학교에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구가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학습 지도 코치 1000-1999: 자격

학습 지도 코치 1000-1999: 자격

교육구가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중점을 두고 21세기 교육 기술,

인력 급여 추가 $415,000

인력 급여 추가 $382,866

중점을 둔 21세기 교육 기술, 교육

교육 과정 개발, 교양 음악, 수업,

과정 개발 및 교실에서 기술 통합

주립 유치원 및 교실에서 기술 통합

평가 및 기술 조정관 1000-1999:

평가 및 기술 조정관 1000-1999:

등을 보조합니다. (우선 순위: 7)

실현을 보조할 교육 지원, 학습

자격 인력 급여 추가 $149,650

자격 인력 급여 추가 $149,650

지도 코치, 조정관, STEM TOSA 및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명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명

음악 교사 3명을 각 학교에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타
$17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타
$255,244

음악 교사 3명 1000-1999: 자격

음악 교사 3명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240,000

인력 급여 기타 $382,866

기술 지도 교사 6명 1000-1999:

기술 지도 교사 6명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6,000

자격 인력 급여 추가 $6,000

STEM 관리 6명 1000-1999: 자격

STEM 관리 6명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6,000

인력 급여 추가 $6,000

조기 학습 프로그램: 학습 준비 및

조기 학습 프로그램: 학습 준비 및

주립 유치원 교직원 2000-2999:

주립 유치원 교직원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타 $394,000

행정 인력 급여 보조금 $404,000

도서관 사서 2000-2999: 행정

도서관 사서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준 $98,319

인력 급여 기준 $98,319

지원했습니다.

활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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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모든 자격 및 행정 직원은 협력 및

모든 자격 및 행정 직원은 교사와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

전문성 개발을 통해 내용 및 교육

직원의 성과 및 학생의 성취에

자격인력 1000-1999: 자격 인력

자격인력 1000-1999: 자격 인력

지식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급여 기준 $477,222

급여 기준 $477,222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

행정인력 2000-2999: 행정 인력

행정인력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준 $72,77

급여 기준 $72,775

교사 및 지원 직원은 전체 학생에게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강도와 지속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높은

시간으로 전문성 개발에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전문성 개발은 직원

교육을 이수하고 채택된

회의, 수업 도중, 워크샵, 비 근무일

프로그램과 전략을 실행할

등에 제공되었습니다. 전문성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

것입니다. 교사와 직원의 성과 및

개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자격인력 1000-1999: 자격 인력

자격인력 1000-1999: 자격 인력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이고

~ELA/ELD, 수학 및 NGSS를 위한

급여 추가 $266,500

급여 추가 $366,500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주 표준 및 구조

수준의 강도 및 지속 시간을 갖고

~교육구 승인 핵심/보충 교육 과정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전문성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학습 환경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이러한 기회는 직원 회의, 수업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지출 추가 $25,000

지출 추가 $25,000

도중, 워크샵, 비 근무일 등에

~긍정적 행동 지원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제공됩니다.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

~차별화

CRLP, PEPD 등) 5000-5999:

CRLP, PEPD 등)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추가
$170,000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추가
$147,498

사항이 포함됩니다.
~ 주 표준
~ 교육구 핵심/보충 교육 과정
~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 긍정적 행동 지원
~ 차별화
(우선 순위: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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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년도 LCAP의 각 LEA 목표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해당 경우, LCFF 평가 기준 성적 데이터를 포함한 실제
연간 측정 가능 결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 실행을 설명합니다.

Cypress 교육구의 목표는 LCAP에 기술된 것과 같이 예산 지출의 지원 범위 내에서 실행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해 관계자는
조사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본 교육구가 기술한 서비스를 실행 및/또는 제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LEA가 측정한 바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적인 효과를 설명합니다.

본 교육구의 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LCFF 기준에 따라 Cypress 교육구 활동/서비스는 학업 지표(ELA, 수학, 영어 학습자) 상에서 보이듯이 높은 수준의 성적(상태)을
유지했습니다.
~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본 교육구는 STEM, 음악, 작문, 전문성 개발에 집중하여 채택된 교육과정의 표준 기반 수업에서 높은 성취도를
달성했습니다.
~81.5%의 학부모, 76.7%의 유자격 직원, 89.4%의 행정 직원이 본 교육구의 목표 1에 대한 성취도가 유효 또는 매우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에는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핵심 교과목 - CYPSD는 주 표준에 맞는 ELA/ELD 교재 및 집중 중재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구입했습니다
STEM TOSA, 학습 지도 코치, 음악 교사 급여 - 본 지출은 수당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반영합니다. 이에 더하여, 여유 시간이 증가하여
교사당 3회의 코칭 세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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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의 변경 사항, 예상 결과, 측정 기준, 본 분석의 결과로서 달성해야 하는 활동 및 서비스 그리고 LCFF 평가 분석 기준(해당 경우)을
기술합니다. LCAP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활동은 변경되지 않겠지만, 지출은 추가 기금에 맞게 조정되거나 다음 분야의 인건비를 반영합니다.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핵심 및 보충 교재,
ELD 보조
학습 지도 코치
STEM TOSA
음악 교사, 2명의 추가 교사 채용도 이에 포함
여름 방학 영어 능력 평가에 대비한 교직원
이에 더하여, 학습 준비 및 주립 유치원 교직원 배치를 위한 자금은 기타 보조금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CA 대시보드 사용에 관한 현행 지침에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측정 기준을 조절하여 본 교육구의 "학생 성취도: 학업 지표 및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에 대한 성취를 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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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데이트
검토한 LCAP 연도: 2017-18
전년도 LCAP의 각 LEA 목표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목표 2
매우 다양한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 소통을 통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시점에 맞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목표에서 대처하는 주 및/또는 지역 우선 순위:

주 우선 순위:
지역 우선 순위:

X

우선 순위 3: 학부모 개입(참여)
커뮤니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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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적정 성적
예상

실제

기준/지표

우선 순위 3- 학부모 개입

우선 순위 3- 학부모 개입

CYPSD는 다음의 연간 적정 수준 성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a. 학부모에게 교육구 및 학교 자문 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a. 100%의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SSC)/영어 학습자 자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원회(ELAC)에 EC.52852/35147에서 지정하는 학부모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b. 교육구 및 학교의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영어 학습자 및 위탁보호
100%의 학교에는 LCAP 및 교육구 영어 및 교육구 자문

가정에 대한 봉사 활동 참여 기회가 있을 때 학부모의 참여.

위원회(DELAC/DAC)를 위해 지정된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다.
c. 교육구 직원은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및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학생을
포함하는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옹호 단체에 참여합니다.

b. 다양한 시간 및 장소에서 통역사가 동반되는 교육구 학부모 교육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의 수학(5개 세션), STEM/NGSS(2개 세션), SBAC(2개 세션)

d. 매월 소식지 및 이사회 회의 강조 사항.
c. 교육구 직원은 로터리, PTA 원탁 캘리포니아 학교 관계자 협회, Anaheim
17-18
a. 유지

고등학교 교육구 분과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b. 유지

d. 교육구 소식지(연간 10회), 월간 이사회 회의 강조 사항(연간 12회)을 모든

c. 유지

교직원, 학부모 그리고 등록한 커뮤니티 회원에게 송부했습니다. 뉴스

d. 유지

특보(보도 자료)는 필요 시 송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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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제

기준 수준
a. 100%의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SSC)/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에 다음에서 지정하는 학부모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EC.52852/35147.
100%의 학교에는 LCAP 및 교육구 영어 자문 위원회를 위해 지정된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다.
b. 다양한 시간 및 장소에서 통역사가 동반되는 4개의 교육구 학부모 교육
수업이 있습니다.
c. 교육구 직원은 로터리, PTA 원탁 캘리포니아 학교 관계자 협회, Anaheim
고등학교 교육구 분과 위원회에 참여합니다.
d. 월간 교육구 소식지(연간 10회)
월간 이사회 회의 강조 사항(연간 12회)

활동 / 서비스
작년 LCAP에서 활동/서비스를 복사하여 다음 표 각각에 대해 사본을 완료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startcollapse

활동 1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공식 학부모 면담 1000-1999:

공식 학부모 면담 1000-1999:

교육구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교육구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60,000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60,000

소통을 위해 면담, 회의, 이메일,

소통을 위해 총회, 회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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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제공했습니다.

활동 2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메일,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메일,

교재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4000-4999: 도서 및 물품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다양한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다양한

기준 $2,000

기준 $2,000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보호자 및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 간에 시의 적절한 의사

커뮤니티 간에 시의 적절한 의사

교육구 웹 사이트 5000-5999:

교육구 웹 사이트 5000-5999:

소통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와

소통을 제공했습니다. 학생 정보 및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연간 등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5,300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5,300

수정 및 갱신하고 학부모 포털에서

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학부모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학생 정보, 재등록, 성적표를

포털 정책과 지침을 수정 및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갱신했습니다.

지출 기준 $6,000

지출 기준 $6,000

(우선 순위: 3)

지속적인 연락 5000-5999: 서비스

지속적인 연락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3,000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3,000

재등록 지원 2000-2999: 행정

연간 등록 지원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준 $5,000

인력 급여 기준 $7,203

활동 3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학교 및 교육구 우선 순위에 대한

학부모는 다음을 통해 학교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인구 구성 비율을 지역구의 우선 순위에 관련된 의사
감안하여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교재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4000-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1,000

추가 $423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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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위원회는 교육구의 인구

~ LCAP 위원회

구성 비율을 반영합니다

~ 학교 운영 위원회는 법률이

~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릅니다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

~ 영어 학습자 자문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위원회(ELAC), 법률이 학교에 대해 따르거나 SSC 내부인 경우에는
지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SSC

SBE 지침에 따릅니다

내부인 경우에는 SBE 지침에
따릅니다
~ 교육구 영어 학습자
위원회(DELAC), 교육법 35147에
따릅니다.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
(특수 교육)(우선 순위: 3)
~ 교육구 자문 위원회(DAC)
~ 교육구 영어 학습자
위원회(DELAC)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
(특수 교육)

활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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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 과목 4000-4999:

학부모 교육 과목 4000-4999: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도서 및 물품 추가 $6,000

도서 및 물품 추가 $238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제공했습니다.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표준 기반 성적표.

~ 표준 기반 성적표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위한 성취도 보고서.

학생에게 필요한 성취도 보고서.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기술하는 보고서 설명 및/또는
FAQ.
~ 학부모에게 Smarter Balanced,

기술하는 보고서 설명 및/또는
FAQ.
~ 나의 수학/교육과정 I,

기술,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STEM STEM/NGSS, SBAC 등과 같은
사이버 안전 및 학교 안전 등의

주제에 대해 학부모에게 교육

교육 수업 주제를 제공합니다.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 학부모의 상이한 일정에 맞출 수

~ 학부모의 다양한 일정에 맞도록

있도록 회의 시간과 장소의 다양화. 아침 및 저녁 시간에 회의를
~ 학부모 참여 증진: 다양한

개최했습니다.

학교/교육구 참여 활동 제공;

~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직업의 날; 미국 전체를 보세요:

학교/교육구 활동에 학부모 참여를

학교로 다시 가기; 오픈 하우스.

증진했습니다. 일일 직업, 미국

(우선 순위: 3)

전체를 보세요, 학교로 다시 가기,
오픈 하우스 및 연말연시 학교 음악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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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교육구 및 학교는 특수 교육,

교육구 및 학교는 특수 교육,

통역사-한국어 2000-2999: 행정

통역사-한국어 2000-2999: 행정

위탁보호 학부모 및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부모 및 영어 학습자

인력 급여 기준 $26,500

인력 급여 기준 $26,500

학부모를 포함하는 학부모의

학부모를 포함하는 학부모의

참여가 교육구 및 학교 인구 구성

참여가 교육구 및 학교 인구 구성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비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비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교육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기타

교육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기타

위해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위해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다른 통신 장치를 포함한 다른

다른 통신 장치를 포함한 다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언어로 추가 통번역 제공. 5000-

언어로 추가 통번역. 5000-5999:

활동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교는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모든 학교는

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추가
$20,000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우선

편의 시설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순위: 3)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서면

추가 $20,000

형태의 의사 소통, 필요에 따른
통역 및/또는 ASL 통역사, 친구
초대 등이 포함됩니다.

활동 6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교육구 행정관 및 관련 직원이

교육구 행정관 및 관련 직원이

면담 참석 5000-5999: 서비스 및

면담 참석 5000-5999: 서비스 및

커뮤니티 조직 및 분과 활동에

커뮤니티 조직 및 분과 활동에

기타 운영 지출 추가 $5,000

기타 운영 지출 추가 $5,000

참여하여 관계를 확립하고

참여하여 관계를 확립하고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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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 로터리

그룹에 참여합니다.

~ 예술 협회

~ 로터리

~ 학부모 교사 연합회

~ 예술 협회
~ PTA

~ 캘리포니아 학교 관계자 협회

~ AUHSD 분과
(우선 순위: 지역)

~ Anaheim 통합 고등학교 교육구
분과
~ OC STEM
~ Orange 카운티 교육부

분석
전년도 LCAP의 각 LEA 목표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해당 경우, LCFF 평가 기준 성적 데이터를 포함한 실제
연간 측정 가능 결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 실행을 설명합니다.

Cypress 교육구의 목표는 계획에 맞는 실행이었습니다. 이해 관계자는 조사와 위원회 회의를 통해 본 교육구가 LCAP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교육을 실행 및/또는 지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LEA가 측정한 바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적인 효과를 설명합니다.

85.8%의 학부모, 85%의 유자격 직원, 94.8%의 행정 직원이 본 교육구의 목표 2에 대한 성취도가 유효 또는 매우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활동은 변경되지 않겠지만, 추가 기금에 맞게 지출을 조정하여 협력업체를 추가합니다. Qual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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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의 변경 사항, 예상 결과, 측정 기준, 본 분석의 결과로서 달성해야 하는 활동 및 서비스 그리고 LCFF 평가 분석 기준(해당 경우)을
기술합니다. LCAP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Cypress 교육구는 Qualtrics를 협력업체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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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데이트
검토한 LCAP 연도: 2017-18
전년도 LCAP의 각 LEA 목표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목표 3
전체 학생을 위해 흥미롭고, 안전하며, 안정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본 목표에서 대처하는 주 및/또는 지역 우선 순위:

주 우선 순위:

X
X
X

우선 순위 1: 기본(학습 조건)
우선 순위 5: 학생 참여(참여)
우선 순위 6: 학교 분위기(참여)

지역 우선 순위:

연간 적정 성적
예상

실제

기준/지표

우선 순위 1-기본

우선 순위 1-기본

CYPSD는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을 충족했습니다.

a. 100%가 유지 표준-윌리엄스 법을 충족 또는 초과합니다

a. 100%의 학교가 유지 표준-윌리엄스 법을 충족 또는 초과했습니다

17-18
a. 유지
기준 수준
a. 100%의 학교가 유지 표준-윌리엄스 법을 충족 또는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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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제

기준/지표

우선 순위 5 학생 참여

우선 순위 5 학생 참여

CYPSD는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을 충족했습니다.

b. 학교 출석률

b. 전체 96% 출석률 충족

c. 만성적인 결석 비율

c. 4.6% 만성적 결석률 예상 초과

17-18
b. 유지
c. 유지
기준 수준
b. 96% 출석률
c. 6% 만성적 결석률 예상, 공식 통계는 아직 미확정 d. 1% 미만
기준/지표

우선 순위 6 학교 분위기(참여) CYPSD는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을

우선 순위 6 학교 분위기(참여

충족했습니다.

d. 학생 정학률

d. 1% 미만

e. 학생 퇴학률

e. 1% 미만

f.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안전감 및 학교 소속감 설문 조사.

f. 2월/3월, 안전감 및 학교 소속감 측정에 대한 설문 실시. 86.9%의 학생,
89%의 학부모/보호자, 86.3%의 유자격 직원, 100%의 행정 직원이 학교

17-18
d. 유지

커뮤니티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거나 또는 소속감이 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e. 유지
f. 유지
기준 수준
d. 1% 미만
e. 1% 미만
f. 2월/3월, 안전감 및 학교 소속감 측정에 대한 설문 실시
페이지 27/92

활동 / 서비스
작년 LCAP에서 활동/서비스를 복사하여 다음 표 각각에 대해 사본을 완료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startcollapse

활동 1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전체 학생을 지원하며, 건강 관리

전체 학생을 지원하며, 건강 관리

교육구 간호사(1.5) 1000-1999:

교육구 간호사(1.5) 1000-1999:

지원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16,391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16,391

대한 학생의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대한 학생의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돕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돕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직업 간호사 2000-2999: 행정

직업 간호사 2000-2999: 행정

학생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학생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인력 급여 기타 $37,806

인력 급여 기타 $37,806

다음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학습 준비 간호사(.5) 1000-1999:

학습 준비 간호사(.5) 1000-1999:

~ 교육구 전체의 모든 학생의 등록

~ 교육구 전체의 모든 학생의 매년

자격 인력 급여 기타 $50,000

자격 인력 급여 기타 $50,000

및 재등록 절차

등록 및 재등록 절차

~ 출석 의무의 수정 및 갱신

~ 교장이 출석률 및 만성적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행정 교직원 검토 2000-2999:

~ 교육구 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결석률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조정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행정 인력 급여 기준 현

간호사

위한 Aeries Analytics

기준 현 시점에서는 관련 비용

시점에서는 관련 비용 없음

~ 학습 준비 교사 및 간호사의 학습

~ 교육구 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준비 프로그램 실행

간호사

~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 학습 준비 교사 및 간호사의 학습

조정

준비 프로그램 실행

(우선 순위: 5)

~ 양호 교사 1인

없음

~ 추가된 직원 없음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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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교육구 및 학교는 활동 보고서,

Aeries, 학생 정보 시스템 Aeries

학생 정보 시스템-Aeries

학생 정보 시스템-Aeries

정학, 퇴학 데이터를 포함하는

Analytics 대시보드를 지원하여

목표 1- 학생 정보 시스템

목표 1- 학생 정보 시스템

출석률 및 학생 징계 데이터를

출석률 및 학생 징계 데이터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긍정적인

모니터링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학습 환경을 구현합니다.(우선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 참석 정보와

순위: 5,6)

함께 DAC 및 DELAC를
제공했습니다.

활동 3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교육구 직원이 Orange 카운티

교육구 직원이 Orange 카운티

교육부(OCDE)의 진행 중인 회의에 교육부(OCDE)의 진행 중인 회의에
참석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

참석합니다. 다양한 학부모 계층과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 및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회 정의 주제, 집단 인식 제고,

직원과 공유했습니다. 교육구

모범 사례 공유, 문제 해결을

직원이 노숙 및 위탁보호 학생에

처리합니다. 다양한 학부모 계층과

대한 협조 업무를 진행하여 다음의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원 그룹 활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

직원과 공유합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노숙 및 위탁보호 학생에 대한 협조
업무 진행 및 다음의 지원 그룹
활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1000-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1000-

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57,850

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57,850

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의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분과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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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 학습

~ 211 지원

조건을 개선합니다.

~ OC 지원 체계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 HOPES 협력
~ First International Doers
Ministries
~ Straight Talk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 211 지원
~ OC 지원 체계
~ HOPES 협력

활동 4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2018/19 및 2019/20 학생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 학생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커뮤니티의

학사일정을 검토하고 매년

요구 사항과 Anaheim 고등학교

갱신하여 학생 출석을 최대화하고

교육구(AUHSD) 임시 휴업일을

비용을 절감합니다. (우선 순위: 5)

충족시켰습니다. AUHSD 학교로

예상 비용 없음

비용 없음

다시 가기 및 오픈 하우스 날짜를
조절하여 중복을 방지했습니다.

활동 5
계획

실제

예산

추정한 실제

활동/서비스

활동/서비스

지출

지출

윌리엄스 법에 따라 고품질의 완전

윌리엄스 법에 따라 고품질의 완전

및 안전한 시설을 유지합니다.

및 안전한 시설을

예상 비용 없음

랩토 시스템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3,241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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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에 따라 행정 직원을 검토 및

~ 랩토(Raptor) 시스템을

조정

실행했습니다

~ 기술 업그레이드와 개선 사항의

~ 현 시점에서 교직원 조정

검토 및 계획.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순위: 1)

~ Cypress 교육구 기술 위원회를
통해 기술 업그레이드 및 개선
사항을 검토 및 계획했습니다

분석
전년도 LCAP의 각 LEA 목표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해당 경우, LCFF 평가 기준 성적 데이터를 포함한 실제
연간 측정 가능 결과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 실행을 설명합니다.

Cypress 교육구의 목표는 계획에 맞는 실행이었습니다. 이해 관계자는 조사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본 교육구가 기술한 서비스를 실행
및/또는 제공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LEA가 측정한 바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적인 효과를 설명합니다.

본 교육구의 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 높은 출석률
~ 낮은 정학/퇴학률
83%의 학부모, 69.9%의 유자격 직원, 100%의 행정 직원이 LCAP 설문 조사에서 본 교육구의 목표 3에 대한 성취도가 유효 또는 매우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페이지 31/92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등록된 성범죄자 및 제한된 접근이 필요한 다른 유형의 위반자를 선별하고 자원 봉사자를 조정하며 모든 방문자, 학내의 자원
봉사자에게 사진 ID를 제공하는 학교 출입 검색 도구인 랩토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목표의 변경 사항, 예상 결과, 측정 기준, 본 분석의 결과로서 달성해야 하는 활동 및 서비스 그리고 LCFF 평가 분석 기준(해당 경우)을
기술합니다. LCAP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본 교육구는 다가오는 학년에도 랩토 기금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항은 지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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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자 참여
LCAP 연도: 2018-19

LCAP 및 연간 업데이트 개입 절차
LEA는 이 LCAP/연간 검토 및 분석을 위한 계획 과정의 일부를 어떻게, 언제, 누구와 상담하였습니까?
교육구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LCAP) 자문 위원회는 각 학교, 교섭 단위(ACT, CSEA), 관리 대표자, 커뮤니티 단체(Cypress 소년 소녀
클럽) 및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특수 교육) 등에 소속된 학부모로 구성됩니다. 본 위원회는 3회 회의를 거쳐 데이터를 검토했으며,
교육구 목표 및 주 우선 순위에 맞게 CYPSD 학생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법을 권장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LCAP 권고
분석 및 개정에 참여했습니다. 2018/19학년 LCAP 위원회는 회의를 3회 개최했습니다. 교육구 영어 자문 위원회(DELAC)는 LCAP의
실행 및 성취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위원회는 교육구 목표를 검토했으며, 3회 회의 동안 영어 학습자(EL) 학생의 학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권장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DELAC는 최신 LCAP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제안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SSC) 및 영어 자문 위원회(ELAC) 회의를 열어 위원회 회원이 데이터와 교육구 목표를 검토했으며
학교 및 교육구 활동 및 예산 항목을 권장했습니다. 어떤 활동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단계의 권장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 및 공유했습니다. 각 학교는 매년 최소 4회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매월 정기적인 갱신에 더하여, 2월 이사회에서 LCAP 실행 및 성취도 발표를 가졌습니다. 지역 교육 기관(LEA)은 목표 분석 시 다음의
정량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Smarter Balanced, 영어 언어 분야 및 수학 능력, California 학력 평가 고사(CST) 과학, California 영어
발달 시험(CELDT), 출석률, 정학/퇴학률 및 시설 검사 데이터.
교육감 및 인사 담당관은 ACT(Cypress 교사 협회) 및 CSEA(California 학교 고용인 연합) 대표와 함께 매월 1회 공식 회의를 갖습니다.
해당 대표자는 회장 및 부회장입니다. 매월 첫째 수요일에 ACT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며, CSEA 대표자 회의는 매월 셋째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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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합니다. 각 회의는 2~3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본 회의 동안, 교섭 단위는 해당 단위의 교육구 목표 및 해당 회원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합니다.
대표자 팀 요청에 따라 교육 서비스 담당관이 CSEA 회의에 참석하여 LCAP를 검토하고 중점 및 요구 사항 분야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습니다.
교사 및 행정 직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기회를 마련하여 교육구 및 학교 대표 팀, 설문 조사, 비공식 회의 등의 학교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교장은 교육구 및 학교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장애 학생(SWD)과 함께 일하는 Cypress 교육구
직원은 정기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특성화 교육 교사(SAI) 회의는 격월로 진행 중이며, 교육구 내 모든 자산 전문가 및 특수 교육
교사가 참여하여 특별 관리 학생의 성취도에 대해 검토 및 협력합니다. 학교 심리학자 회의는 매월 개최합니다. 전체 5명의 학교
심리학자가 본 교육구의 특수 교육 학생 데이터 정보를 학교 팀, 교장, 학부모, 학생 및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데 있어 필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정식 회원으로 되었습니다. 언어 치료사(SLP) 회의는 매월 개최합니다. 본 회의는 본 교육구의 특별 관리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전략 및 교육 개선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보조합니다. SLP는 데이터와 평가를 사용하여 본 회의를 진행합니다. 모든
교사에게 주의 8개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교육구 전체 조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문 그룹 및 지정된 이해 관계자 그룹이 정량적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LCAP 조사 결과에는 각 목표의 연간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교육감, 교육 서비스 이사, 특수 교육 및 학생 서비스 이사, 교육계 대표자는 자산, 수업, 특수 교육 교과를 포함한 TK/K부터 6학년
수업을 검토하여 학생의 학습 및 학습 환경에 대한 생각을 관찰 및 인터뷰합니다. 이번 학년에는 100%의 학급을 방문했습니다. 관찰
및 인터뷰에 더하여, TK/K-6학년 학생은 주의 8개 우선 순위에 맞는 조사에 참여했으며, 학습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LCAP 조사 결과는 각 목표의 연간 업데이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은 각 학교 의회 원탁에서 학부모 교사 연합회(PTA)와 매월 면담합니다. 본 회의 도중, 학부모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LCAP
및 학부모 의사 소통/개입과 관련된 분석과 의견을 전달한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봄 교육구 전체 LCAP 학부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LCAP 조사 결과에는 각 목표의 연간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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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ess 교육구는 LCAP 회의에서 발표한 모든 내용을 제공했습니다. 이해 관계자가 질문 및/또는 의견을 제출할 때 사용할 전용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1일, 계획 초안을 공개하여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제안된 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2018년 6월 11일, Cypress 교육구는 공청회를 주최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질문 또는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LCAP 및 연간 업데이트에 대한 영향
본 자문이 내년 LCAP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분석 및 이해 관계자 의견에 검토하여, Cypress 교육구의 목표 달성에 맞게 안정적인 성취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표 1: 교육 프로그램
목표 2: 학부모/보호자 커뮤니티 참여
목표 3: 참여, 안전 및 시설
모든 이해 관계자와 논의 및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의견을 평가하여 교육구 목표 및 주 우선 순위에 맞는 LCAP 활동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LCAP 실행을 분석한 후 CYPSD 목표를 달성했는지 판단했습니다.
검토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화 시험
~ 표준 기반 점수
~ 독해 성적
~ 학생 작업 샘플
~ 공식 및 비공식 관찰
~ 이해 관계자 설문 조사
~ 출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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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학 및 퇴학
LCAP 이해 관계자 검토 및 분석에 따르면 본 교육구는 지정된 목표와 측정 기준에 도달하는 단계적 조치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CFF 기준을 포함한 데이터에서 CYPSD 학생은 주 성적 평균을 충족 또는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 계획안에서 지정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검토 및 분석은 2017/18학년에 시작하는
2018/19학년 지역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LCAP) 3개년 계획의 업데이트 지침으로 사용합니다. 이해 관계자 의견은 교육구의 전략
계획 및 주 우선 순위에 맞습니다. 활동 및 서비스를 먼저 확인한 후, 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LCAP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해 관계자
의견에 의해 3개년 계획에 중대한 내용 변경은 없었으며, 일부 지출을 관심 집중 분야로 조절했습니다.
공청회
2018년 6월 11일, Cypress 학교 이사회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LCAP 승인은 2018년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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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활동, 서비스
전략 계획 세부 사항 및 책무
LEA 목표 각각에 대해 다음 표의 사본을 완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새로운 목표, 수정한 목표 또는 변경하지 않은 목표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하지 않은 목표

목표 1
주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을 갖춘, 엄격한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 목표에서 대처하는 주 및/또는 지역 우선 순위:
주 우선 순위:

X
X
X
X
X

우선 순위 1: 기본(학습 조건)
우선 순위 2: 주 표준(학습 조건)
우선 순위 4: 학생 성취도(학생 성적)
우선 순위 7: 교과 접근성(학습 조건)
우선 순위 8: 기타 학생 성취도(학생 성취도)

지역 우선 순위:

확인된 요구 사항:
CYPSD가 주정부 및 연방법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이 모든 교실에 우수한 교재를 보유하고 우수한 교사와 보조 교사를 보유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채택된 주 표준 및 구조를 학습 과정 영역에 적용하고 CAASPP 평가를 조정하면 학생 전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성 개발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핵심 주제 영역에 대해 이러한 새로운 기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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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
기준/지표

2017-18

기준 수준

2018-19

2019-20

우선 순위 1- 기본

a. 교직원의 100%가

a. 유지

a. 유지

a. 유지

a. 높은 자격을 갖춘

높은 자격을 갖춤 -

b. 유지

b. 유지

b. 유지

교직원

윌리엄스 법(Williams
Act)
b. 학생의 100%가 핵심

(실제 결과는 연간

b. 표준에 부합하는 교재

업데이트 참조)

교과목에 접근 윌리엄스 법

우선 순위 2- 주 표준

c. 학생 100%가 주

c. 유지

c. 유지

c. 유지

실행

표준에 맞는 교육을

d. 유지

d. 유지

d. 유지

c. 위원회 실행을 통해

받습니다

(실제 결과는 연간

전체 학생을 위한 학업

d. 영어 학습자 100%가

업데이트 참조)

내용 및 성적 표준을

핵심 교재 및 주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사용한 교육을 받습니다

d. 영어 학습자는 채택한
표준에 맞게 접근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우선 순위 4- 학생

e. 학업 지표: ELA- 상태:

f. 유지

e. 유지

e. 유지

성취도

큰 변화: 유지 수학-

(실제 결과는 연간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상태: 큰 변화: 유지

업데이트 참조)

표지:

f. 유지
2018/19

상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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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표

2017-18

기준 수준

학생 성취도 필요에 맞게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다음 모두를 사용하여

표지: 상태: 매우 큰 변화:

측정합니다.

유지

2018-19

2019-20

e. 학업 지표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교과 접근성- 우선 순위
7/8
g. 교과 접근성

g. 학생 100%가

g. 유지

g. 유지

제51210항 및

(실제 결과는 연간

51220(a)-(i) 지정과 같이

업데이트 참조)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및
장애 학생 수가
포함됩니다.

계획된 활동 / 서비스
LEA 활동/서비스 각각에 대해 다음 표 사본을 완성합니다. 필요 시 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표를 복사합니다.
startcollapse

활동 1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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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유지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

X

전체

모든 학교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수정된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응용, 창의성을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응용, 창의성을

포함하는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포함하는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부합하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포함하는

부합하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포함하는

영어 언어 분야, 수학, 과학, 역사사회 과학,

영어 언어 분야, 수학, 과학, 역사사회 과학,

시각 및 공연 예술, 체육 교육 등이 포함된

시각 및 공연 예술, 체육 교육 등이 포함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과제는 모든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과제는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예: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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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GATE,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GATE,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지정하는 것과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핵심 교과 과정에 대한 접근을

같이 핵심 교과 과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강의실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강의실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1, 2, 7)

있습니다. (우선 순위: 1, 2, 7)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250,000

$150,000

출처

$250,000
기준

$150,000
기준

예산 참조

$250,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150,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금액

$278,737

$225,054

출처

$278,737
보충

$225,054
보충

예산 참조

$278,737
4000-4999: 도서 및 물품

$225,054
4000-4999: 도서 및 물품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보충 교육

보충 교육 과정/교재,

과정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금액

$49,816

$179,816

출처

$49,816
보충

$179,816
보충

예산 참조

$49,816
4000-4999: 도서 및 물품

$179,816
4000-4999: 도서 및 물품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및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및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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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활동 2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영어 학습자(EL) 학생을 위한 교육

영어 학습자(EL)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학년 레벨에 맞는 영어

프로그램은 자신의 학년 레벨에 맞는 영어

발달 시험(ELD) 표준에 충분히 부합될 수

발달 시험(ELD) 표준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고안 및 실행됩니다. 학생은

있도록 고안 및 실행됩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어민과 동등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어민과 동등한

수준을 습득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습득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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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것과 동일한 엄격한 학년 레벨의 학업

것과 동일한 엄격한 학년 레벨의 학업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영어 실력을 빠르고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영어 실력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완전히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완전히 능숙하게

됩니다. (우선 순위: 2)

됩니다. (우선 순위: 2)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56,887

$80,000

출처

$56,887
보충

$80,000
보충

예산 참조

$56,887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80,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금액

$13,499

$15,000

출처

$13,499
보충

$15,000
보충

예산 참조

$13,499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1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방학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방학

CELDT-교사

California 영어 능력
평가(ELPAC)(CELDT 대체)-교사.

활동 3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

X

장애 학생

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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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504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504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형평성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실행하여 형평성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완전한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대한 완전한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수정을 확인합니다. (우선 순위: 2)

수정을 확인합니다. (우선 순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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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55,657

$55,657

출처

$55,657
특수 교육

$55,657
특수 교육

예산 참조

$55,65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55,65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학급 교사-ESY

학급 교사-ESY

금액

$40,286

$40,286

출처

$40,286
특수 교육

$40,286
특수 교육

예산 참조

$40,28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40,28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행정 직원-ESY

행정 직원-ESY

금액

기준

기준

출처

기준
특수 교육

기준
특수 교육

예산 참조

기준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행정관 피지명자

행정관 피지명자

활동 4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페이지 45/92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작업 샘플, 관찰,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작업 샘플, 관찰,

평가)를 사용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사용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한 것을 교사, 학년,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한 것을 교사, 학년,

학교 및 교육구가 학생의 성취도 결정에

학교 및 교육구가 학생의 성취도 결정에

사용합니다.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사용합니다.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성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성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국가/주/지역 평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

국가/주/지역 평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

작품 샘플, 관찰 및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작품 샘플, 관찰 및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중재를 통하여 성취도 격차가 좁혀졌는지

중재를 통하여 성취도 격차가 좁혀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향상을 위한 학생의 성취도 수준에 맞게

향상을 위한 학생의 성취도 수준에 맞게

검토 및 개정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 4, 8)

검토 및 개정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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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25,000

$25,000

출처

$25,000
보충

$25,000
보충

예산 참조

$25,000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25,000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측정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측정

성취도

성취도

금액

$64,575

$64,575

출처

$64,575
기준

$64,575
기준

예산 참조

$64,575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64,575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금액

$30,000

$30,000

출처

$30,000
기준

$30,000
기준

예산 참조

$3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3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학생 관리 시스템

학생 관리 시스템
금액

$5,000

$5,000

출처

$5,000
보충

$5,000
보충

예산 참조

$5,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5,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및 인쇄

교재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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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활동 5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수정된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각 학교에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구가

각 학교에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구가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중점을 둔 21세기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중점을 둔 21세기

교육 기술,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실에서

교육 기술,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실에서

기술 통합 등을 보조합니다. (우선 순위: 7)

기술 통합 등을 보조합니다. (우선 순위: 7)
페이지 48/92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415,000

$415,000

출처

$415,000
보충

$415,000
보충

예산 참조

$41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41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학습 지도 코치

학습 지도 코치

금액

$149,650

$276,397

출처

$149,650
보충

$276,397
보충

예산 참조

$149,65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276,39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평가 및 기술 조정관

평가 및 기술 조정관

금액

$175,000

$175,000

출처

$175,000
기타

$175,000
보충

예산 참조

$17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7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명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명

금액

$240,000

$579,665

출처

$240,000
보충

$579,665
보충

예산 참조

$24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579,665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음악 교사 3명

음악 교사 5명

금액

$6,000

$6,000

출처

$6,000
보충

$6,000
보충

$6,000

$6,000
페이지 49/92

2019-20

예산 참조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술 지도 교사 6명

기술 지도 교사 6명

금액

$6,000

$6,000

출처

$6,000
보충

$6,000
보충

예산 참조

$6,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6,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STEM 관리자 6명

STEM 기술 지도 교사 6명

금액

$394,000

$394,000

출처

$394,000
기타

$394,000
보조금

예산 참조

$394,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394,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조기 학습 프로그램: 학습 준비 및

조기 학습 프로그램: 학습 준비 및

주립 유치원 교직원

주립 유치원 교직원

금액

$98,319

$102,878

출처

$98,319
기준

$102,878
기준

예산 참조

$98,319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102,878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

활동 6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페이지 50/92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수정된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모든 자격 및 행정 직원은 협력 및 전문성

모든 자격 및 행정 직원은 협력 및 전문성

개발을 통해 내용 및 교육 지식을 향상시킬

개발을 통해 내용 및 교육 지식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교사 및 지원 직원은 전체

것입니다. 모든 교사 및 지원 직원은 전체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높은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채택된 프로그램과 전략을

이수하고 채택된 프로그램과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교사와 직원의 성과 및

실행할 것입니다. 교사와 직원의 성과 및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강도 및 지속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강도 및 지속

시간을 갖고 전문성 개발을 진행할

시간을 갖고 전문성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직원 회의, 수업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직원 회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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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도중, 워크샵, 비 근무일 등에 제공됩니다.

도중, 워크샵, 비 근무일 등에 제공됩니다.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주 표준

~ 주 표준

~ 교육구 핵심/보충 교육 과정

~ 교육구 핵심/보충 교육 과정

~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 긍정적 행동 지원

~ 긍정적 행동 지원

~ 차별화

~ 차별화

(우선 순위: 4, 7)

(우선 순위: 4, 7)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477,222

$477,222

출처

$477,222
기준

$477,222
기준

예산 참조

$477,222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477,222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자격인력

자격인력
금액

$72,775

$72,775

출처

$72,775
기준

$72,775
기준

예산 참조

$72,775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72,775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행정인력

행정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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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금액

$366,500

$366,500

출처

$366,500
보충

$366,500
보충

예산 참조

$366,5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366,5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자격인력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자격인력

금액

$25,000

$25,000

출처

$25,000
보충

$25,000
보충

예산 참조

$25,000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25,000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금액

$266,500

$170,000

출처

$266,500
보충

$170,000
보충

예산 참조

$266,5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17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CRLP, PEPD 등)

CRLP, PEP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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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활동, 서비스
전략 계획 세부 사항 및 책무
LEA 목표 각각에 대해 다음 표의 사본을 완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새로운 목표, 수정한 목표 또는 변경하지 않은 목표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하지 않은 목표

목표 2
주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을 갖춘, 엄격한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 목표에서 대처하는 주 및/또는 지역 우선 순위:
주 우선 순위:
지역 우선 순위:

X

우선 순위 3: 학부모 개입(참여)
커뮤니티 관계

확인된 요구 사항:
자녀의 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를 적극적인 동반자로 유지하여 학교에 참여 및 자원 봉사하는 기회를 반갑게 여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YPSD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가정이 학교와 가정 사이에서 개방적이며 투명한
의사 소통을 통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와 교직원 출석
회의 및 CYPSD 조사 데이터에서 학부모는 학교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부모와 가사를 돌보는 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간에 확대된 학부모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봉사 활동은 학부모를 교육
과정에 동반자로서 참여시키고 학업 성취도, 언어 숙달도, 학생 행동 및 학생 출석률 향상 등을 포함하는 본 계획의 전반에 나열된
목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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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
기준/지표

2017-18

기준 수준

2018-19

2019-20

우선 순위 3- 학부모

a. 100%의 학교에 학교

a. 유지

a. 유지

a. 유지

개입

운영위원회

b. 유지

b. 유지

b. 유지

(SSC)/영어 학습자 자문

c. 유지

c. 유지

c. 유지

위원회(ELAC)에는

d. 유지

d. 유지

d. 유지

EC에서 요구하는 바와

(실제 결과는 연간

같이 학부모 대표가

업데이트 참조)

a. 학부모에게 교육구 및
학교 자문 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b. 교육구 및 학교의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영어
학습자 및 위탁보호
가정에 대한 봉사 활동

포함됩니다.
EC.52852/35147.
100%의 학교에는 LCAP
및 교육구 영어 자문
위원회를 위해 지정된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다.

참여 기회가 있을 때

b. 다양한 시간 및

학부모의 참여.

장소에서 통역사가

c. 교육구 직원은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및
사회경제적

동반되는 4개의 교육구
학부모 교육 수업이
있습니다.

빈곤층(SED) 학생을

c. 교육구 직원은 로터리,

포함하는 전체 학생을

PTA 원탁 캘리포니아

지원하는 커뮤니티/옹호

학교 관계자 협회,

단체에 참여합니다

Anaheim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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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표

2017-18

기준 수준

d. 매월 소식지 및 이사회

교육구 분과 위원회에

회의 강조 사항.

참여합니다.

2018-19

2019-20

d. 매월 교육구
소식지(연간 10회), 매월
이사회 회의 강조
사항(연간 12회)

계획된 활동 / 서비스
LEA 활동/서비스 각각에 대해 다음 표 사본을 완성합니다. 필요 시 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표를 복사합니다.
startcollapse

활동 1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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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중에서 선택합니다
X

수정된 활동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교육구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교육구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소통을 위해 면담,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소통을 위해 면담,

회의, 이메일, 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회의, 이메일, 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160,000

$160,000

출처

$160,000
기준

$160,000
기준

예산 참조

$16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6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공식 학부모 면담

공식 학부모 면담

금액

$2,500

$2,500

출처

$2,500
보충

$2,500
보충

예산 참조

$2,5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2,5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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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교재

교재

활동 2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메일, 전화,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 간에 시의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 간에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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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적절한 의사 소통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의사 소통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수정 및 갱신하고 학부모 포털에서

지침을 수정 및 갱신하고 학부모 포털에서

학생 정보, 재등록, 성적표를 확인할 수

학생 정보, 연간 등록,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순위: 3)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순위: 3)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2,000

$2,000

출처

$2,000
기준

$2,000
기준

예산 참조

$2,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2,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교재

금액

$5,300

$5,300

출처

$5,300
기준

$5,300
기준

예산 참조

$5,3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5,3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교육구 웹 사이트

교육구 웹 사이트
금액

$6,000

$6,000

출처

$6,000
기준

$6,000
기준

예산 참조

$6,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6,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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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금액

$3,000

$3,000

출처

$3,000
기준

$3,000
기준

예산 참조

$3,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3,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지속적인 연락

지속적인 연락
금액

$5,000

$5,000

출처

$5,000
기준

$5,000
기준

예산 참조

$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재등록 지원

재등록 지원

활동 3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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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학교 및 교육구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 결정

학교 및 교육구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인구 구성 비율을 감안하여

과정에 인구 구성 비율을 감안하여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 LCAP 위원회는 교육구의 인구 구성

~ LCAP 위원회는 교육구의 인구 구성

비율을 반영합니다

비율을 반영합니다

~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률이 학교에 대해

~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 법률이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SSC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SSC

내부인 경우에는 SBE 지침에 따릅니다

내부인 경우에는 SBE 지침에 따릅니다

~ 교육구 영어 학습자 위원회(DELAC),

~ 교육구 영어 학습자 위원회(DELAC),

교육법 35147에 따릅니다.

교육법 35147에 따릅니다.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특수 교육)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특수 교육)

(우선 순위: 3)

(우선 순위: 3)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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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출처

보충

보충

예산 참조

$1,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1,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교재

금액

$17,000

출처

$17,000
보충

예산 참조

$17,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Qualtrics 플랫폼: 연구, 설문 조사,
양식

활동 4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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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 표준 기반 성적표

~ 표준 기반 성적표.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위한 성취도 보고서.

위한 성취도 보고서.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기술하는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기술하는

보고서 설명 및/또는 FAQ.

보고서 설명 및/또는 FAQ.

~ 학부모에게 Smarter Balanced, 기술,

~ 학부모에게 Smarter Balanced, 기술,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STEM 사이버 안전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STEM 사이버 안전

및 학교 안전 등의 교육 수업 주제를

및 학교 안전 등의 교육 수업 주제를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 학부모의 상이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 학부모의 상이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회의 시간과 장소의 다양화.

회의 시간과 장소의 다양화.

~ 학부모 참여 증진: 다양한 학교/교육구

~ 학부모 참여 증진: 다양한 학교/교육구

참여 활동 제공; 직업의 날; 미국 전체를

참여 활동 제공; 직업의 날; 미국 전체를

보세요: 학교로 다시 가기; 오픈 하우스.

보세요: 학교로 다시 가기; 오픈 하우스.

(우선 순위: 3)

(우선 순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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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6,000

$6,000

출처

$6,000
보충

$6,000
보충

예산 참조

$6,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6,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학부모 교육 과정

학부모 교육 과정

활동 5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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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교육구 및 학교는 특수 교육, 위탁보호

교육구 및 학교는 특수 교육, 위탁보호

학부모 및 영어 학습자 학부모를 포함하는

학부모 및 영어 학습자 학부모를 포함하는

학부모의 참여가 교육구 및 학교 인구 구성

학부모의 참여가 교육구 및 학교 인구 구성

비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비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학부모를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제공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필요에

모든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맞게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26,000

$26,000

출처

$26,000
기준

$26,000
기준

예산 참조

$26,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26,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통역사-한국어

통역사-한국어

금액

$20,000

$20,000

출처

$20,000
보충

$20,000
보충
페이지 65/92

2019-20

예산 참조

$2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2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교육법에서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교육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기타 다른 통신 장치를

지정하지 않는 기타 다른 통신 장치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추가 통번역

포함한 다른 언어로 추가 통번역

제공.

제공.
예산 참조

활동 6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

X

전체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모든 학교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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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X모든 학교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교육구 행정관 및 관련 직원이 커뮤니티

교육구 행정관 및 관련 직원이 커뮤니티

조직 및 분과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를

조직 및 분과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를

확립하고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확립하고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공유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그룹에

공유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 로터리

~ 로터리

~ 예술 협회
~ PTA

~ 예술 협회
~ PTA

~ AUHSD 분과

~ AUHSD 분과

(우선 순위: 지역)

(우선 순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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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5,000

$5,000

출처

$5,000
보충

$5,000
보충

예산 참조

$5,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5,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면담 참석

면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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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목표, 활동, 서비스
전략 계획 세부 사항 및 책무
LEA 목표 각각에 대해 다음 표의 사본을 완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새로운 목표, 수정한 목표 또는 변경하지 않은 목표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하지 않은 목표

목표 3
주 표준에 부합하는 모든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을 갖춘, 엄격한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

본 목표에서 대처하는 주 및/또는 지역 우선 순위:
주 우선 순위:

X
X
X

우선 순위 1: 기본(학습 조건)
우선 순위 5: 학생 참여(참여)
우선 순위 6: 학교 분위기(참여)

지역 우선 순위:

확인된 요구 사항:
Cypress 교육구의 학생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교육구 전체의 평균 출석률은 96%입니다. 학생들을 지원하고 만성 결석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CYPSD는 적절한 행동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학생 징계 및 행동 중재 데이터에 따르면, 행동 관리
활동을 개선하고 이 분야의 요구가 있는 학생에게 집중적인 행동 지원을 제공하는 다단계 지원 시스템을 갖춘 학생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로 인하여 통신 및 유지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최신 시스템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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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
기준/지표

2017-18

기준 수준

우선 순위 1-기본

a. 100%의 학교가 유지

a. 100%가 유지 표준-

표준-윌리엄스 법을 충족

윌리엄스 법을 충족 또는

또는 초과합니다

초과합니다

우선 순위 5 학생

b. 96% 출석률

참여

c. 6%의 만성

b. 학교 출석률

결석률 예상, 공식

c. 만성적인 결석 비율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a. 유지

2018-19

2019-20

a. 유지

a. 유지

b. 유지

b. 유지

c. 유지

c. 유지

(실제 결과는 연간
업데이트 참조)

b. 유지 c. 유지
(실제 결과는 연간
업데이트 참조)

않았습니다

우선 순위 6 참여

d. 1% 미만

d. 유지

d. 유지

d. 유지

d. 학생 정학률

e. 1 % 미만

e. 유지

e. 유지

e. 유지

e. 학생 퇴학률

f. 안전감 및 학교

f. 유지

f. 유지

f. 유지

f. 학생, 학부모, 교사에

소속감을 측정하는 설문

대한 안전감 및 학교

조사를 2월-3월

소속감 설문 조사.

실행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연간
업데이트 참조)

페이지 70/92

계획된 활동 / 서비스
LEA 활동/서비스 각각에 대해 다음 표 사본을 완성합니다. 필요 시 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표를 복사합니다.
startcollapse

활동 1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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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전체 학생을 지원하며, 건강 관리 지원을

전체 학생을 지원하며, 건강 관리 지원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돕는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돕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학생 교육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학생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구 전체의 모든 학생의 등록 및

~ 교육구 전체의 모든 학생의 등록 및 연간

재등록 절차

등록 절차

~ 출석 의무의 수정 및 갱신

~ 출석 의무의 수정 및 갱신

~ 교육구 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간호사

~ 교육구 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간호사

~ 학습 준비 교사 및 간호사의 학습 준비

~ 학습 준비 교사 및 간호사의 학습 준비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조정(우선 순위: 5)

조정(우선 순위: 5)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116,391

$116,391

출처

$116,391
기준

$116,391
기준

예산 참조

$116,391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16,391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교육구 간호사(1.5)

교육구 간호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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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금액

$37,806

$37,806

출처

$37,806
기타

$37,806
기타: MAA

예산 참조

$37,80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37,80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직업 간호사

직업 간호사

금액

$50,000

$50,000

출처

$50,000
기타

$50,000
보조금

예산 참조

$5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5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학습 준비 간호사(.5)

학습 준비 간호사(.5)

금액

현 시점에서 관련 비용 없음

현 시점에서 관련 비용 없음

출처

현
시점에서 관련 비용 없음
기준

현
시점에서 관련 비용 없음
기준

예산 참조

현
시점에서 행정
관련 인력
비용 급여
없음
2000-2999:

현
시점에서 행정
관련 인력
비용 급여
없음
2000-2999: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조정

조정

활동 2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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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교육구 및 학교는 활동 보고서, 정학, 퇴학

교육구 및 학교는 활동 보고서, 정학, 퇴학

데이터를 포함하는 출석률 및 학생 징계

데이터를 포함하는 출석률 및 학생 징계

데이터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구현합니다.

학습 환경을 구현합니다.

(우선 순위: 5,6)

(우선 순위: 5,6)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목표 1- 학생 정보 시스템

목표 1- 학생 정보 시스템

예산 참조

목표
목표 11- 학생
학생 정보
정보 시스템
시스템
학생 정보 시스템-Aeries

목표
목표 11- 학생
학생 정보
정보 시스템
시스템
학생 정보 시스템-A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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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활동 3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교육구 직원이 Orange 카운티

교육구 직원이 Orange 카운티

교육부(OCDE)의 진행 중인 회의에

교육부(OCDE)의 진행 중인 회의에

참석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참석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 정의 주제,

위해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 정의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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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집단 인식 제고, 모범 사례 공유, 문제

집단 인식 제고, 모범 사례 공유, 문제

해결을 처리합니다. 다양한 학부모 계층과

해결을 처리합니다. 다양한 학부모 계층과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직원과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직원과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노숙 및 위탁보호 학생에 대한 협조 업무

노숙 및 위탁보호 학생에 대한 협조 업무

진행 및 다음의 지원 그룹 활용을 통해

진행 및 다음의 지원 그룹 활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 학습 조건을

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 학습 조건을

개선합니다.

개선합니다.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 211 지원

~ 211 지원

~ OC 지원 체계

~ OC 지원 체계

~ HOPES 협력
~ First International Doers Ministries
~ Straight Talk
~ 적합한 학생 및 가정에 대해 상담 봉사

~ HOPES 협력
~ First International Doers Ministries
~ Straight Talk
~ 적합한 학생 및 가정에 대해 상담 봉사

활동 제공

활동 제공

(우선 순위: 8)

(우선 순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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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57,850

$157,850

출처

$157,850
기준

$157,850
기준

예산 참조

$157,85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57,85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활동 4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

X

전체

모든 학교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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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 학생 학사 일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 학생 학사일정을

검토하고 매년 갱신하여 학생 출석을

검토하고 매년 갱신하여 학생 출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우선

최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우선

순위: 5)

순위: 5)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예상 비용 없음

예상 비용 없음

예상
예상 비용
비용 없음
없음

예상
예상 비용
비용 없음
없음

활동 5

2019-20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

X

전체

모든 학교

또는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
대상 학생:

서비스 범위: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그룹으로 한정)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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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활동/서비스
2017-18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학년 활동/서비스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학년 활동/서비스

윌리엄스 법에 따라 고품질의 완전하고

윌리엄스 법에 따라 고품질의 완전하고

안전한 시설을 유지합니다

안전한 시설을 유지합니다

~ 필요에 따라 행정 직원을 검토 및 조정

~ 필요에 따라 행정 직원을 검토 및 조정

~ 기술 업그레이드와 개선 사항의 검토 및

~ 기술 업그레이드와 개선 사항의 검토 및

계획.

계획.

(우선 순위: 1)

(우선 순위: 1)

중에서 선택합니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학년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금액

예상 비용 없음

$3,241

출처

예상 비용 없음

$3,241
기준

예산 참조

예상 비용 없음

$3,241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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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시연
LCAP 연도: 2018-19
예상하는 추가 및 집중 보조 지원금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의 백분율

$2,612,932

8.59%

LCAP 연도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중복되지 않는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에서 확인된 비율 이상으로 어떻게 향상 또는 개선되는지 설명합니다.
학교 전체 또는 LEA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고 제공되는 각 활동/서비스를 확인합니다. 각 학교 전체 또는 LEA 전체에서 지원금
사용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설명이 포함됩니다(지침 참조).

Cypress 교육구는 지원금이 $1,839,991에서 $2,611,025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영어 학습자(EL),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및 위탁보호 학생(중복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8.59% 비율 이상으로 서비스를
개선 및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Cypress 교육 구는 지정된 기간 동안 15명 미만의 위탁보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Cypress 교육구는 사회경제적 빈곤층, 위탁보호 및 영어 학습
학생의 중점 및 필요 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LCAP 개발에 모든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켰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동료 학생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보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빈곤 학생은 교육구 내에서는 성취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카운티 및 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동료 학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3-6학년의 학력 평가 시험, California 영어 발달 시험(ELD) 시험 그리고 영어 읽기 능력 평가(SRI), 학년, 출석
및 정학, 설문 조사, 이해 관계자 회의 등이 포함된 교육구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본 교육구는 지원금을 교육구 전체에
사용해야 하며 중복되지 않은 수의 학생 소그룹에 대해 성적이 낮은 학생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본
교육구의 영어 학습자, 사회경제적 빈곤 및 위탁보호 인구 구성 비율은 낮으며 교육구 전체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교육구 전체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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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P 연도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중복되지 않는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에서 확인된 비율 이상으로 어떻게 향상 또는 개선되는지 설명합니다.
학교 전체 또는 LEA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받고 제공되는 각 활동/서비스를 확인합니다. 각 학교 전체 또는 LEA 전체에서 지원금
사용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설명이 포함됩니다(지침 참조).
및 서비스를 선별하여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교육구 전체 및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한 활동 및 서비스는
주로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저소득층) 영어 학습자 및 수양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목표 1
모든 자격 및 행정 직원은 협력 및 전문성 개발을 통해 내용 및 교육 지식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전문적인 개발을 통해 EL, SED 및
특별관리 대상에 대한 요구에 대처합니다. 학습 지도 코치, STEM TOSA, 지도 교사는 교육구에서 지정하는 교육 기안 및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후속 조치를 제공하며 데이터를 사용하여 교육적인 의사 결정을 합니다. Jim Knight의 캔사스 코칭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코칭을 통해 교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쉽게 배우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코칭과 같은 후속
조치가 없다면, 대부분의 전문 학습은 효과가 낮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 교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코칭 사이클 및 주문형
지원을 통한 연구 기반 모범 사례 구현을 지원합니다. 교육 연구가인 Robert Marzano는 학생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하는 교사
그룹에 교육 및 학습의 주요한 측면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YPSD는 학생 정보 시스템(SIS), Aeries, 데이터 관리 시스템, IO Education을 사용하여 취합된 다양한 데이터로 학생 학업 성취도를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할 수 있으며, 교사, 학년, 학교, 교육구는 학생 성취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성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국가/주/지역 평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 작품 샘플, 관찰 및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중재를
통하여 성취도 격차가 좁혀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향상을 위한 학생의 성취도 수준에 맞게 검토 및 개정할
것입니다. 평가 및 기술 조정관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 사용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고, EL 및 SED 학생 그룹을 포함하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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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P 연도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중복되지 않는 학생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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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보고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교육 연구가인 John Hattie는 교육이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학생이
어떻게 배워서 알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팀 분석과 함께 장시간 실행된 교육 코칭은 유효 크기 .51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유효 크기가 .4를 초과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
TK-6학년 학생은 자격을 갖춘 음악 교사의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교 음악 교육에서 학생이 얻게 될 장점 중 일부를 아래에서 알려
드립니다.
~양질의 학교 음악 수업을 받은 초등학교 학생은 일반 및 공간 인지 발달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수학 및 공학
성적의 기본이 되는 능력입니다.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부족하게 제공하는 학교의 학생과 비교할 때, 커뮤니티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표준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히스패닉계 부모는 일반적으로 음악 교육이 제공하는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보다 더 신뢰하며, 자신의 자녀가
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음악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보다 강력하게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출석률이 93.3%이지만, 음악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는 84.9%입니다.
~전반적인 듣기 능력은 음악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의 경우보다 음악 교육을 받은 쪽이 더 높습니다. 눈에 띄는 것으로는, 듣기 능력은
다음의 능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시끄러운 환경에서 언어를 인지하며, 집중력을 발휘하고,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장관 Arne Duncan은 2009년 학교 및 커뮤니티 지도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중요하며 큰 영향을 미치는 예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모든 학생에게 핵심적인 수업 과목이며 완전한 교육의
일부로서 예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등 및 중등 교육법은 예술을 핵심 과목으로 정의하며, 예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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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발달 및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은 학생이 자신감을 지니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협동 지향의 문제
해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보다 전체적인 목록을 보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nammfoundation.org/articles/2014-06-09/how-childrenbenefit-music-education-schools.
영어 학습자 및 특별 관리 학생을 위하여 차별화 교육 등의 연구 교육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본 사항은 Vygotsky의
이론(https://files.eric.ed.gov/fulltext/EJ854351.pdf) "교육 받는 곳에서 학생과 만남"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그룹 교육에 더하여,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며, 영어 학습자를 위하여 ELD Aide를 사용한 예비 강의 및/또는 재교육 기술 및 개념의 보조 지원도 있을
것입니다. (http://www.colorincolorado.org/article/essential-actions-15-research-based-practices-increase-ell-student-achievement)
목표 2
Robert Marzano는 자신의 저서 "학교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연구를 활동으로 바꾸기"에서 학부모 참여 및 의사 소통을 위한 세 가지
핵심 분야를 명시합니다. 이것은 관리, 참여, 자원 봉사입니다. Marzano의 연구는 학부모가 이렇게 참여하면 학생 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LCAP 전체에서 본 교육구는 EL 및 SED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는 관리 주체를 확인했으며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취합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교육구는 학부모 교육 활동 및 자산을 제공하여 학부모가 아동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개입 및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학교 수준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학부모의 자원
봉사를 독려 및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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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LCFF 보조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없습니다.

-------------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시연
LCAP 연도: 2017-18
예상하는 추가 및 집중 보조 지원금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백분율

$1,839,691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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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ress 교육구의 지원금 증가분은 $1,947.866입니다. Cypress 교육구는 영어 학습자(EL),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및 위탁보호
학생(중복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6.75% 비율 이상으로 서비스를 개선 및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Cypress 교육 구는 지정된 기간 동안 15명 미만의 위탁보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Cypress 교육구는 사회경제적 빈곤층, 위탁보호 및 영어 학습 학생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LCAP 개발에 모든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켰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동료
학생과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성적을 보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사회경제적 빈곤 학생은 교육구 내에서는 성취도
격차가 있으나, 카운티 및 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동료 학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3-6학년의 학력 평가 시험,
California 영어 발달 시험(ELD) 시험 그리고 영어 읽기 능력 평가(SRI), 학년, 출석 및 정학 등이 포함된 교육구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본 교육구는 지원금을 교육구 전체에 사용해야 하며 중복되지 않은 수의 학생 소그룹에 대해 성적이 낮은 학생의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교육구 전체 및 학교 전체 실행을 위한 활동 및 서비스는 주로 사회경제적 빈곤(저소득), 영어 학습자(EL) 및
위탁보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에 따르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John Hattie의 '보이는 학습에 대한 연구, Robert
Marzano의 효과적인 교육 전략에 대한 연구는 상기 집중 분야에 대한 교육구 전체 실행을 뒷받침합니다):
목표 1
~주 표준에 맞는 핵심 및 보충 교육 교재를 사용하는 표준 기반 교육,
~영어 학습자, 특수 교육, 성취도 격차가 있는 학생을 위한 중재 자산 및 지원 - ELD 보조, 여름 방학 CELDT, ESY
~본 교육구의 EL, SED, 위탁보호 학생의 다양한 요구 사항 충족에 중점을 둔 전문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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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학습 지도 코치, STEMS TOSA, 음악 교사를 사용한 교육 지원
~매우 다양한 교육 및 성적 데이터 취합. 교장의 활동 계획에 대한 수정 및 업데이트가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정보 시스템(Aeries), 데이터 관리 시스템(EADMS), 전문성 개발 계약에 대한 외부 공급자 활용
목표 2
~통역 및 번역을 포함한 의사 소통 자산 및 도구
~의사 결정 회의/위원회, 학부모 교육, 설문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견 개진 및 참여의 기회
~영어를 사용하는 학부모/보호자를 위해 통번역 제공
~학교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가정에 자산 및 지원 제공
~커뮤니티 단체에 직원 참여
목표 3
~단계별 수업 계획 및 지원을 통한 긍정적인 학습 환경 유지
~학생 서비스 지원, 양호 시설, LVN, 노숙 및 위탁 보호 배려
~학교 및 교육구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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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는 자원을 조정하여 교육구 목표 및 주 우선 순위에 따라 LCFF 모델에 맞게 할당된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등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한 형평성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주 표준, 중재, 전문성 개발, 학습 지도 코치, STEM 코치, 음악 교사,지도
교사 및 조정 서비스에 부합하는 학습 자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교사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포함한 영어 학습자의 영어 실력 수준에
맞는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학습 보조원을 통한 영어 학습자 지원으로 담임 교사가 결정한대로
기술 및 개념에 대한 예비 학습 및 재교육을 제공합니다. 학습 지도 코치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을 모니터링하고, 활동 계획을
수정 및 갱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코치는 성취도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 선택한 학생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 개발, 코칭 및 협업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격 직원 및 행정 직원은 중복되지 않은 수의 학생과 관계에서
각각 분야의 전문성 개발을 목표로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면담, 여유 시간, 임시 휴업일, 최소 및 단축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관은
평등성과 접근성 보장을 위해 핵심 교육 프로그램 및 보충 교재 구현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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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P 지출 요약
자금 조달원에 따른 총 지출

2017-18

2018-19

2019-20

2017-18
부터
2019-20
합계

5,269,855.00

4,165,270.00

4,560,913.00

0.00

8,726,183.00

1,419,434.00

2,457,085.00

1,474,432.00

1,382,232.00

0.00

2,856,664.00

0.00

404,000.00

0.00

444,000.00

0.00

444,000.00

656,806.00

725,916.00

656,806.00

0.00

0.00

656,806.00

기타: MAA

0.00

0.00

0.00

37,806.00

0.00

37,806.00

특수 교육

95,943.00

143,750.00

95,943.00

95,943.00

0.00

191,886.00

1,745,366.00

1,539,104.00

1,938,089.00

2,600,932.00

0.00

4,539,021.00

2017-18
연간 업데이트

2017-18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전체 자금 조달 출처

3,917,549.00

기준

자금 조달원

보조금
기타

보충

* 목표 및 연간 업데이트 섹션의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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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형별 전체 지출

2017-18

2018-19

2019-20

2017-18
부터
2019-20
합계

5,269,855.00

4,165,270.00

4,560,913.00

0.00

8,726,183.00

2,298,769.00

2,590,700.00

2,375,270.00

2,841,682.00

0.00

5,216,952.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736,927.00

845,435.00

809,147.00

838,320.00

0.00

1,647,467.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592,553.00

1,558,681.00

595,053.00

571,370.00

0.00

1,166,423.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239,300.00

228,039.00

335,800.00

259,541.00

0.00

595,341.00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50,000.00

47,000.00

50,000.00

50,000.00

0.00

100,000.00

2017-18
연간 업데이트

2017-18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모든 지출 유형

3,917,549.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대상 유형

* 목표 및 연간 업데이트 섹션의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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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형 및 자금 조달원별 전체 지출

대상 유형

자금 조달원

2017-18
2017-18
연간 업데이트 연간 업데이트

2017-18

2018-19

2019-20

2017-18
부터
2019-20
합계

예산

실제

3,917,549.00

5,269,855.00

4,165,270.00

4,560,913.00

0.00

8,726,183.00

921,463.00

911,463.00

911,463.00

911,463.00

0.00

1,822,926.00

0.00

0.00

0.00

50,000.00

0.00

50,000.00

모든 지출 유형

전체 자금 조달 출처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보조금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타

225,000.00

688,110.00

225,000.00

0.00

0.00

225,0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특수 교육

55,657.00

74,750.00

55,657.00

55,657.00

0.00

111,314.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보충

1,096,649.00

916,377.00

1,183,150.00

1,824,562.00

0.00

3,007,712.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준

201,671.00

269,372.00

266,669.00

271,228.00

0.00

537,897.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보조금

0.00

404,000.00

0.00

394,000.00

0.00

394,00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타

431,806.00

37,806.00

431,806.00

0.00

0.00

431,806.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타: MAA

0.00

0.00

0.00

37,806.00

0.00

37,806.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특수 교육

40,286.00

69,000.00

40,286.00

40,286.00

0.00

80,572.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보충

63,164.00

65,257.00

70,386.00

95,000.00

0.00

165,386.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기준

252,000.00

1,220,709.00

252,000.00

152,000.00

0.00

404,00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보충

340,553.00

337,972.00

343,053.00

419,370.00

0.00

762,423.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기준

44,300.00

55,541.00

44,300.00

47,541.00

0.00

91,841.00

보충

195,000.00

172,498.00

291,500.00

212,000.00

0.00

503,500.00

보충

50,000.00

47,000.00

50,000.00

50,000.00

0.00

100,000.00

운영 지출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 목표 및 연간 업데이트 섹션의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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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별 전체 지출

2017-18

2018-19

2019-20

2017-18
부터
2019-20
합계

4,668,903.00

3,561,423.00

3,936,825.00

0.00

7,498,248.00

239,800.00

235,664.00

241,800.00

258,800.00

0.00

500,600.00

362,047.00

365,288.00

362,047.00

365,288.00

0.00

727,335.00

목표 4

0.00

0.00

0.00

목표 5

0.00

0.00

0.00

2017-18
연간 업데이트

2017-18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목표 1

3,315,702.00

목표 2
목표 3

목표

* 목표 및 연간 업데이트 섹션의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페이지 9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