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를 위한 LCFF 예산 개요
지역구 교육 기관(LEA) 이름: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
지역 주간 학교(CDS) 코드: 30-66480-0000000
지역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LCAP) 연도: 2019-20
LEA 연락처: Tandy Taylor, 이사, 교육 서비스
교육구는 교육구 자치 자금 운용 공식(LCFF)에 따른 주 기금, 기타 주 기금, 지방 기금 및 연방 기금 등과
같이 다양한 출처의 자금을 받습니다. LCFF 기금에는 모든 LEA를 위한 기본 수준의 기금 및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위탁보호 청소년, 영어 학습자 및 저소득층 학생) 등록을 기반으로 하는 LEA를 위한 "추가 및
집중" 보조금이라고 하는 추가 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20 LCAP 연도의 예산 개요

본 차트는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가 내년 모든 출처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체 일반 목적 수익을
보여줍니다.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의 전체 수익 계획은 $43,197,145이며, 이들 중 $34,264,990는 교육구 자치 자금
운용 공식(LCFF), $4,392,240는 기타 주 기금, $2,887,873은 지방 기금 그리고 $1,652,042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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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입니다. LCFF 기금 $34,264,990 중, $2,759,372는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위탁보호 청소년, 영어
학습자 및 저소득층 학생) 등록을 기반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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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위한 LCFF 예산 개요
LCFF는 교육구의 주 기금 사용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구는 학부모,
교사, 학생 및 커뮤니티와 반드시 협력하여 학생 서비스에 본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지역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LCAP)을 개발해야 합니다.

본 차트는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가 2019-20학년에 얼마나 많은 지출을 계획하는지 간단히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이는 LCAP에서 계획된 활동 및 서비스와 연관된 총액이 얼마인지 보여줍니다.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는 2019-20학년에 $42,600,682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금액 중
$4,719,353은 LCAP의 활동/서비스와 연관되고 $37,881,329는 LCA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CAP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 지출은 다음에 사용됩니다.
중복되지 않은 학생 수에 대해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 일반 기금 급여,
공과금 및 관련 비용은 LCA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9-20 학년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해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2019-20학년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는 위탁보호 청소년, 영어 학습자 및 저소득층 학생 등록에 기반하여
$2,759,372를 받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는 계획된 활동 및 서비스가
증가하거나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해 받은 기금의 증가에 비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가 전체 학생이 받는 서비스와 비교할 때 개선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LCAP의 경우,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는 본 요구 조건에 충족하는 활동을 위해 $3,857,402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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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위한 LCFF 예산 개요
2018-19 학년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의 업데이트

본 차트는 작년 LCAP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증가 또는 개선에 기여한 활동 및
서비스를 위한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 예산 내역과 올해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가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 증가 또는 개선에 기여한 활동 및 서비스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역을
비교합니다.
2018-19학년의 경우,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의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향상 또는 개선을
위해 계획된 활동에 배정된 LCAP 예산은 $3,906,859이었습니다.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는 201819학년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의 향상 또는 개선 조치에 $3,851,561를 실제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과 실제 지출 사이의 차이 $-55,298는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 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의 역량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8-19학년 활동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었으며 긴급하게 필요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증가 또는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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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P 연도(2017-18, 2018-19, 2019-20 중에서 선택)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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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fornia 주 학교 대시보드: 본 LCAP 의 근거가 되는 핵심 데이터.
LEA 의 전체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십시오;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링크도
템플릿에서 제공합니다.

템플릿
LEA 명칭
Cypress 초등학교 교육구

연락처 담당자 및 직책
Tandy Taylor
교육 서비스 이사

2017-20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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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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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 비전, 핵심 가치를 반영한 LCAP(지역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를
개발했습니다. LCAP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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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의 주요 특징을 확인하고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LCAP 는 커리큘럼과 교육,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안전하고 매력적인 교실이라는 세 가지
목표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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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검토
California 주 학교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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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 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성과는 무엇인가? LE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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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press 교육구(CYPSD)는 사회경제적 빈곤층 및 영어 학습자까지 포함하여 LCFF 기준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기대 수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LCAP 의 목표와 행동은 학생과 커뮤니티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LCAP 에 명시된 활동과 교육을
실행하여 해당 LCAP 목표를 향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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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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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여름부터 Cypress 교육구는 6 개의 STEM 실습실과 6 개의 음악 교실을 6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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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의 평면 TV 도 설치했습니다. 각 음악 교실에는 대형 평면 TV, 청각 시스템 및 음향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작업은 2017 년 4 월에 완료되었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STEM TOSA(특별 과제 교사) 2 인을 채용하여 STEM 및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NGSS) 실행을 보조합니다. 본 사항은 Orange 카운티 STEM 개발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Cypress 교육구에서 공학에 중점을 두어 실행합니다. 2017/18 학년의 경우, STEM TOSA 는 학년별
단위 학습에 대해 NGSS 교육을 100% 이수한 Cypress 교육구 교사입니다. 학부모에게 NGSS 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STEM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STEM 학부모
교육 수업을 2 회 개최했습니다. 2018/19 학년에는, 예비 유치원(TK)-6 STEM 모듈을 완벽하게 적용
및 개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STEM TOSA 는 공동 기획, 공동 학습 및 400 회 이상의 모델링 수업을
통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개발을 수행했습니다.
Cypress 교육구에는 교양 음악부터 전체 TK-6 학년 학생에 맞도록 자격을 갖춘 음악 교사가 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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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밴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의 리더 및 커뮤니티 참석자들과 함께 Cypress Civic Center 잔디밭에서 매년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매년, 우리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같은 STEM 및 음악 프로그램 외에도, 학습 지도 코치(ILC)는 모든 인증된 교직원에게 전문적인
개발 및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코치는 데이터 조사를 통해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가
교재를 분석하고 설계하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작년 ILC 는 교사에게 여유 시간, 계획 및 모델 레슨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제공했습니다. 2018/19 학년 동안 ILC 는 교사 여유 시간을 통해
각 교사와 3 회 이상 만났습니다.

California 주 학교 대시보드 기준을 참조하여, 전체 성적이 "적색"또는 "주황색" 성적 범주에 있거나 LEA 가
"만족하지 못함" 또는 "2 년 이상 만족하지 못함" 등급을 받은 주 또는 지역의 성적 지표를 확인합니다. 또한,
지역 성적 지표 또는 기타 지역 지표를 검토하여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LEA 가 판단한 분야를 확인합니다.
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개선 필요성에 맞는 대처를 위해 LEA 는 어떤 단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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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필요성
California 주 학교 대시보드에 따르면 Cypress 교육구 전체 성적 분야 중 "적색" 또는 "주황색" 성적
범위에 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어 언어 분야, 수학 성적 및 결석은 전체 성적 레벨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정학은 전체 성적 레벨에서 "청색"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영어 학습자 성취도는 신규 평가로
이전하는 중이므로 성적 지표가 없습니다.
California 주 학교 대시보드 기준을 참조하여, 어떤 학생 그룹의 성적이 "전체 학생" 성적보다 2 단계 이하의
성적 레벨이었는지 주의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LEA 계획이 이런 성적 격차를 해소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성적 격차
다음과 같은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 정학률: 위탁보호 청소년(적색), 아프리카계 미국인(주황색), 노숙(황색)
~ 영문학(ELA) 장애 학생(주황색), 아프리카계 미국인(주황색)
~ 수학: 장애 학생(주황색)
작년, Cypress 교육구는 다층 지원 시스템(MTSS)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현장 기반 적합도 무결성
평가를 통하여 각 학교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모든 행정 관료에게 징계, 사례 및 기타 다른 수정 교육
방법에 대한 학습을 제공했으며 2019/20 학년에는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정학 대상이 누구이며
사유는 무엇인지 등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학생처는 2019/20 학년의 대체 징계 수단을 포함하여
직원에게 일관된 전문성 개발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직원은 행동 중재사로
교육을 받고 인증을 받았으며 현장에서 다른 지원 계층을 제공하는 데 투입될 것입니다.
교장과 교사는 1 년에 3 회 모임을 갖고 학생 성과 데이터를 검토하고 성취도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교사는 소그룹 수업, 동료 멘토링 및 기술 리소스를 통해 ELA 및 수학 영역에서 식별된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행동 계획을 작성하고 대상 중재를 제공합니다. 지속적인 개선 주기를 통해 교사는 각
학기를 반영하고 학생의 수요에 맞게 실천 계획을 조정합니다. Cypress 교육구는 효과적인 교육
전략과 협동 학습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직무로서 ILC 를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추가 업무에는 기술을 사용한 효과적인 교육 전략에 대한 동료 코칭이 포함됩니다.
행동치료/통합 전문가가 교육구 전체의 지도 및 중재에 대한 응답 이행을 지원하고 모든 교직원과
학생에게 직접 및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팀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정 및/또는 수정을 식별하고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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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지원 및 개선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 및 개선(CSI)을 위해 확인된 학교(복수의 학교)가 있는 LEA 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응답해야 합니다.

확인된 학교
CSI 를 위해 식별된 LEA 내의 학교를 확인합니다.

Cypress 교육구에는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포괄적인 지원 및 개선(CSI)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확인된 학교 지원
CSI 계획을 개발할 때 LEA 가 식별된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에 CSI 계획 이행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학교 차원의 수요 평가, 증거 기반 중재 그리고 식별 모든 리소스 불평등 등이 포함됩니다.

Cypress 교육구에는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포괄적인 지원 및 개선(CSI)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효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
LEA 가 학생(복수의 학교)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CSI 계획의 이행 및 효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Cypress 교육구에는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포괄적인 지원 및 개선(CSI)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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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데이트
검토한 LCAP 연도: 2018-19
전년도 LCA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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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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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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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순위 1- 기본

b. 학생의 100%가 핵심 교과목에 접근 – 윌리엄스 법

a. 높은 자격을 갖춘 교직원
b. 표준에 부합하는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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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제

18-19
a. 유지
b. 유지

기준 수준
a. 교직원의 100%가 높은 자격을 갖춤 – 윌리엄스 법(Williams Act)
b. 학생의 100%가 핵심 교과목에 접근 – 윌리엄스 법
c. 학생 100%가 주 표준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d. 영어 학습자 100%가 핵심 교재 및 주 표준을 사용한 교육을 받습니다
e. 학업 지표:
ELA- 상태: 높음
변화: 유지
수학 – 상태: 높음
변화: 유지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상태: 매우 높음
변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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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학생이 포함됩니다.
기준/지표

c. 학생 100%가 주 표준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우선 순위 2- 주 표준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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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위원회 실행을 통해 전체 학생을 위한 학업 내용 및 성적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d. 영어 학습자는 채택한 표준에 맞게 접근 및 교육을 받게 됩니다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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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제

c. 유지
d. 유지

기준 수준
c. 학생 100%가 주 표준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d. 영어 학습자 100%가 핵심 교재 및 주 표준을 사용한 교육을 받습니다

기준/지표

e. 학업 지표:

우선 순위 4- 학생

ELA- 상태: 높음

성취도

변화: 증가

학생 성취도 필요에 맞게 다음 모두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수학 – 상태: 높음

e. 학업 지표

변화: 증가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California 주 학교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영어 성취도 표준을 충족했습니다.
영어 학습자 성취도 지표는 다음의 언어 구사력을 보여줍니다.

18-19
e. 유지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상태: 높음

47 > 7% 상급 발달, 29.7% 중급 발달, 13.3% 조금 발달, 9.3% 초기 단계,
재편성 비율 4.7%.
영어 능력 평가 상태가 변경되었으므로 올해의 상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준 수준
e. 학업 지표: ELA- 상태: 큰 변화: 유지 수학- 상태: 큰 변화: 유지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상태: 매우 큰 변화: 유지

13/123 페이지

예상

실제

기준/지표

g. 학생 100%가 섹션 51210 및 51220(a)-(i)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학습

교과 접근성- 우선 순위
7/8
g. 교과 접근성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수 및
장애 학생이 포함됩니다.

18-19
g. 유지
기준 수준
g. 학생 100%가 제 51210 항 및
51220(a)-(i) 지정과 같이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및 장애 학생 수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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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응용, 창의성을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응용, 창의성이
포함하는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필요한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부합하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부합하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포함하는 영어 언어 분야, 수학,

포함하는 영어 언어 분야, 수학,

과학, 역사 사회 과학, 시각 및 공연

과학, 역사 사회 과학, 시각 및 공연

예술, 체육 교육 등이 포함된 수준

예술, 체육 교육 등이 포함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높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제공했습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과제는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과제는 모든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예: GATE,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예: GATE,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핵심 교과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핵심 교과

과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과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4000-4999: 도서 및 물품 기준
$150,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기준
$119,541

보충 교육 과정/교재,

보충 교육 과정/교재,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4000-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4000-

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225,054

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172,119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및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4000-

및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4000-

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179,816

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88,968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강의실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강의실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추정한 실제
지출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합니다.

있습니다. (우선 순위: 1, 2, 7)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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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영어 학습자(EL) 학생을 위한 교육

학생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고안된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2000-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2000-

프로그램은 자신의 학년 레벨에

통합 및 지정된 영어 발달

맞는 영어 발달 시험(ELD) 표준에

시험(ELD)을 제공했습니다.

2999: 행정 인력 급여 추가
$80,000

2999: 행정 인력 급여 추가
$80,000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방학 California 영어 능력

방학 California 영어 능력

평가(ELPAC)(CELDT 대체)-교사.

평가(ELPAC)(CELDT 대체)-교사.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추가
$1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추가
$15,000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고안 및
실행됩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어민과 동등한 수준을
습득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한 학년 레벨의
학업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영어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실력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방학 California 영어 능력

습득하여 완전히 능숙하게 됩니다.

평가(ELPAC)(CELDT 대체)-교사.

(우선 순위: 2)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3,939

16/123 페이지

활동 3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학급 교사-ESY 1000-1999: 자격

학급 교사-ESY 1000-1999: 자격

504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504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인력 급여 특수 교육 $55,657

인력 급여 특수 교육 $21,300

행정 직원-ESY 2000-2999: 행정

행정 직원-ESY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특수 교육 $40,286

인력 급여 특수 교육 $19,375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수정을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수정을

행정관 피지명자 1000-1999: 자격

행정관 피지명자 1000-1999: 자격

확인합니다. (우선 순위: 2)

인력 급여 특수 교육 기준

인력 급여 특수 교육 $4,827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형평성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형평성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완전한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완전한
확인했습니다. 적절한 경우, 학생은
최소 제한 환경(LRE)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학습 센터 모델에
참여하여 자신의 홈 스쿨을
유지했습니다.

활동 4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작업 샘플,

직원은 다양한 평가를 사용하여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관찰, 평가)를 사용하여 학생의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 및

시스템/측정 성취도 5800:

시스템/측정 성취도 5800:

학업 성취도를 평가,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했습니다. 연중 3 회,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보고한 것을 교사, 학년, 학교 및

교사가 자료를 검토를 발표하고

추가 $25,000

추가 $25,000

교육구가 학생의 성취도 결정에

교장 및/또는 지도 학습 코치와

사용합니다. 특별 관리 하위 그룹

만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2000-2999: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2000-2999:

학생의 성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분야에 대처하기 위해 대상 중재를

행정 인력 급여 기준 $64,575

행정 인력 급여 기준 $63,256

것입니다. 국가/주/지역 평가

위한 실천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학생 관리 시스템 5000-5999:

학생 관리 시스템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30,000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30,000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 작품 샘플, 교사가 조사와 작업 샘플을 통하여
관찰 및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성취도를 모니터링합니다.

17/123 페이지

중재를 통하여 성취도 격차가
좁혀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향상을 위한

교재 및 인쇄 4000-4999: 도서 및

교재 및 인쇄 4000-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5,000

물품 추가 $5,000

학생의 성취도 수준에 맞게 검토 및
개정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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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각 학교에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구가

학습 지도 코치 1000-1999: 자격

학습 지도 코치 1000-1999: 자격

교육구가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중점을 둔

인력 급여 추가 $415,000

인력 급여 추가 $420,849

중점을 둔 21 세기 교육 기술, 교육

21 세기 교육 기술, 교육 과정 개발

과정 개발 및 교실에서 기술 통합

및 교실에서 기술 통합 등을

평가 및 기술 조정관 1000-1999:

평가 및 기술 조정관 1000-1999:

등을 보조합니다. (우선 순위: 7)

보조했습니다.

자격 인력 급여 추가 $276,397

자격 인력 급여 추가 $276,397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 명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 명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17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177,304

음악 교사 5 명 1000-1999: 자격

음악 교사 5 명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579,665

인력 급여 추가 $579,665

기술 지도 교사 6 명 1000-1999:

기술 지도 교사 6 명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6,000

자격 인력 급여 추가 $6,000

STEM 기술 지도 교사 6 명 1000-

STEM 기술 지도 교사 6 명 1000-

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6,000

1999: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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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394,000

행정 인력 급여 보조금 $394,000

도서관 사서 2000-2999: 행정

도서관 사서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준 $102,878

인력 급여 기준 $9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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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모든 자격 및 행정 직원은 협력 및

모든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

전문성 개발을 통해 내용 및 교육

적절한 전문성 개발에

자격인력 1000-1999: 자격 인력

자격인력 1000-1999: 자격 인력

지식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참석했습니다. 본 교육에는 다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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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75

급여 기준 $28,362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

자격인력 1000-1999: 자격 인력

자격인력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추가 $366,500

급여 추가 $349,677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추가 $25,000

지출 추가 $25,761

도중, 워크샵, 비 근무일 등에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제공됩니다.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

CRLP, PEPD 등) 5000-5999:

CRLP, PEPD 등) 5000-5999:

사항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추가
$170,000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추가
$170,000

교사 및 지원 직원은 전체 학생에게 포함됩니다.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채택된
프로그램과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교사와 직원의 성과 및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강도 및 지속 시간을 갖고
전문성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직원 회의, 수업

~ 주 표준

~ ELA 핵심 교과목
~ ELA/ELD
~ 작문
~ 차별화
~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 긍정적 행동 지원

~ 교육구 핵심/보충 교육 과정
~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 긍정적 행동 지원
~ 차별화
(우선 순위: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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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년도 LCA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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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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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 가 측정한 바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적인 효과를 설명합니다.

본 교육구의 활동/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 LCFF 기준. Cypress 교육구 활동/서비스는 학업 지표(ELA, 수학, 영어 학습자) 상에서 보이듯이 높은 수준의 성적(상태)을
유지했습니다.
~ 모든 이해 관계자의 보고에 의하면 본 교육구는 STEM, 음악, 작문, 전문성 개발에 집중하여 채택된 교육과정의 표준 기반 수업에서
높은 성취도를 달성했습니다.
~ 95.21%의 학부모, 88.7%의 유자격 직원, 83.9%의 행정 직원이 본 교육구는 목표를 향해 성취도를 진척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는 총 558 명이었습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하는 실제 지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전혀 없었지만, 인력의 이동으로 인하여 예상했던 자금을 모두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 영어 능력 평가를 위한 유자격 직원 추가
~ 실제 직원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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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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 주 레벨이 변경되어 학업 및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활동은 변경되지 않겠지만, 지출은 예상 및/또는 추가되는 기금에 맞게 조정되거나 다음과 같은 분야의 인건비를 반영합니다.
~ 유자격자 인건비
~ 교육용 교재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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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데이트
검토한 LCAP 연도: 2018-19
전년도 LCA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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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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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00%의 학교에 학교 운영 위원회(SSC). 교육구 및 학교 자문 위원회 의사

우선 순위 3- 학부모 개입

결정 과정에 학부모 참여: SSC, ELAC, DELAC, LCAP.

a. 학부모에게 교육구 및 학교 자문 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b. 다양한 시간 및 장소에서 8 회의 학부모 교육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봉사

제공합니다.

활동을 진행했으며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영어 학습자(EL), 위탁보호
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의사 소통 방법을

b. 교육구 및 학교의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영어 학습자 및 위탁보호

사용했습니다. 학교 메신저, 문자,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일부 행사의 경우,

가정에 대한 봉사 활동 참여 기회가 있을 때 학부모의 참여.

가정을 위해 버스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c. 교육구 직원은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및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학생을
포함하는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옹호 단체에 참여합니다
d. 매월 소식지 및 이사회 회의 강조 사항.

c. 직원이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옹호 단체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소년 소녀 클럽, 오렌지 카운티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OC STEM), Rotary,
Kiwanis, 학부모회(PTA) 등이며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사회경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8-19
a. 유지

d. 월간 소식지 및 이사회 회의 강조 사항을 간행했습니다.

b. 유지
c. 유지
d.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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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제

기준 수준
a. 100%의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
(SSC)/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에는 EC.52852/35147 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부모 대표가 포함됩니다.
100%의 학교에는 LCAP 및 교육구 영어 자문 위원회를 위해 지정된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다.
b. 다양한 시간 및 장소에서 번역사가 동반되는 4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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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
월간 이사회 회의 강조 사항(연간 1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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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교육구

공식 학부모 면담 1000-1999:

공식 학부모 면담 1000-1999:

교육구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소통을 위해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60,000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60,000

소통을 위해 면담, 회의, 이메일,

직원은 총회, 회의, 이메일, 전화

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교재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4000-4999: 도서 및 물품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사용했습니다.

추가 $2,500

추가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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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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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커뮤니티 간에 시의 적절한 의사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 간에

교육구 웹 사이트 5000-5999:

교육구 웹 사이트 5000-5999:

소통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와

시의 적절한 의사 소통을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직원이 웹사이트와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5,300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기준
$5,300

수정 및 갱신하고 학부모 포털에서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학생 정보, 연간 등록, 성적표를

수정 및 갱신하고 학부모 포털에서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생 정보, 연간 등록, 성적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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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등록 지원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준 $5,000

인력 급여 기준 $3,289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갱신했습니다.

활동 3
계획
활동/서비스
학교 및 교육구 우선 순위에 대한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학교 및 교육구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인구 구성 비율을 의사 결정 과정에 인구 구성 비율을
감안하여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감안하여 학부모가 참여했습니다.

~ LCAP 위원회는 교육구의 인구

~ LCAP 위원회는 교육구의 인구

구성 비율을 반영합니다

구성 비율을 반영합니다

추정한 실제
지출

교재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4000-4999: 도서 및 물품

추가 $1,000

추가 $1,000

Qualtrics 플랫폼: 연구, 설문 조사,

Qualtrics 플랫폼: 연구, 설문 조사,

양식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양식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추가 $17,000

운영 지출 추가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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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률이

~ 학교 운영 위원회는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릅니다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SSC 에 통합된 경우에는

따르거나 SSC 에 통합된 경우에는

주 교육 위원회(SBE) 지침에

주 교육 위원회(SBE) 지침에

따릅니다

따릅니다

~ 교육구 영어 학습자

~ 교육구 영어 학습자

위원회(DELAC), 교육법 35147 에

위원회(DELAC), 교육법 35147 에

따릅니다.

따릅니다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특수 교육)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특수 교육)
(우선 순위: 3)

활동 4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 과정 4000-4999:

학부모 교육 과정 4000-4999: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도서 및 물품 추가 $6,000

도서 및 물품 추가 $6,000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표준 기반 성적표.

~ 표준 기반 성적표.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위한 성취도 보고서.

학생을 위한 성취도 보고서.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기술하는 보고서 설명 및/또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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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에게 Smarter Balanced,

기술,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STEM 기술,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STEM
사이버 안전 및 학교 안전 등의

사이버 안전 및 학교 안전 등의

교육 수업 주제를 제공합니다.

교육 수업 주제를 제공합니다.

~ 학부모의 상이한 일정에 맞출 수

~ 학부모의 상이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회의 시간과 장소의 다양화. 있도록 회의 시간과 장소의 다양화.
~ 학부모 참여 증진: 다양한

~ 학부모 참여 증진: 다양한

학교/교육구 참여 활동 제공;

학교/교육구 참여 활동을

직업의 날; 미국 전체를 보세요:

제공했습니다. 즉, 직업의 날, 미국

학교로 다시 가기; 오픈 하우스.

전체를 보세요, 학교로 다시 가기,

(우선 순위: 3)

오픈 하우스 등.

활동 5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교육구 및 학교는 특수 교육,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했으며

통역사-한국어 2000-2999: 행정

통역사-한국어 2000-2999: 행정

위탁보호 학부모 및 영어 학습자

사회경제적 빈곤층, 영어 학습자,

인력 급여 기준 $26,000

인력 급여 기준 $26,496

학부모를 포함하는 학부모의

위탁보호 가정을 대상으로

참여가 교육구 및 학교 인구 구성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비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의사 소통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교육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기타

교육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기타

위해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학교 메신저, 문자, 웹 사이트, 소셜

다른 통신 장치를 포함한 다른

다른 통신 장치를 포함한 다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미디어. 일부 행사의 경우, 가정을

언어로 추가 통번역 제공. 5000-

언어로 추가 통번역 제공. 5000-

활동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교는

위해 버스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추가 $20,000

추가 $23,046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28/123 페이지

활동 6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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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2

참여하여 관계를 확립하고

참여하여 관계를 확립하고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공유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공유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룹에 참여합니다.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합니다.

~ 로터리

~ 로터리

~ 예술 협회
~ PTA
~ 캘리포니아 학교 관리자

~ 예술 협회
~ PTA
~ 캘리포니아 학교 관리자

협회(ACSA)

협회(ACSA)

~ 애너하임 연합 고등학교

~ 애너하임 연합 고등학교

학군(AUHSD) 분과

학군(AUHSD) 분과

(우선 순위: 지역)

분석
전년도 LCA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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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에서 지정한 것과
같이 교육을 실행 및/또는 지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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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 가 측정한 바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적인 효과를 설명합니다.

본 교육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력한 의사 소통 역량을 지닌 것으로 모든 이해 관계자가 보고하며, 학부모 참여 기회를 경험한
76.4%의 학부모는 학교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본 교육구의 활동/서비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본 교육구의
목표 2 에 대한 성취도를 97.7.8%의 학부모, 95.5%의 유자격 직원 그리고 92.9%의 행정 직원이 각각 대체로 효과적, 매우 효과적,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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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목표 2 번에 대한 권장 변경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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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데이트
검토한 LCAP 연도: 2018-19
전년도 LCA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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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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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지표

실제
a. 100%가 표준-윌리엄스 법을 충족 또는 초과했습니다

우선 순위 1-기본
a. 100%가 유지 표준-윌리엄스 법을 충족 또는 초과합니다

18-19
a.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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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실제

기준 수준
a. 100%의 학교가 유지 표준-윌리엄스 법을 충족 또는 초과합니다
b. 96% 출석률
c. 6% 만성적 결석률을 예상했으며, 공식 통계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d. 1% 미만
e. 1% 미만
f. 안전감 및 학교 소속감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를 2 월-3 월 실행했습니다
기준/지표

b. 96% 출석률

우선 순위 5 학생

c. 4% 만성

참여
b. 학교 출석률
c. 만성적인 결석 비율

18-19
b. 유지
c. 유지

기준 수준
b. 96% 출석률
c. 6%의 만성
결석률 예상, 공식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지표

d. 1% 미만

우선 순위 6 참여

e. 1% 미만

d. 학생 정학률

f. 안전감 및 학교 소속감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를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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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18-19
d. 유지
e. 유지
f. 유지

기준 수준
d. 1% 미만
e. 1% 미만
f. 안전감 및 학교 소속감을 측정하는 설문 조사를 2 월-3 월 실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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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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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A $37,806

인력 급여 기타: M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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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자격 인력 급여 보조금 $50,000

자격 인력 급여 보조금 $50,000

및 연간 등록 절차

및 연간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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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의무의 수정 및 갱신

~ 출석 의무를 수정 및

~ 교육구 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갱신했습니다

간호사

~ 교육구/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 학습 준비 교사 및 간호사의 학습

간호사

준비 프로그램 실행

~ 학습 준비 교사 및 간호사의 학습

~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준비 프로그램 실행

조정(우선 순위: 5)

~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을 검토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조정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조정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준 현 시점에서는 관련 비용

기준 현 시점에서는 관련 비용

없음

없음

및 조정했습니다

활동 2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교육구 및 학교는 활동 보고서,

교육구 및 학교는 활동 보고서,

학생 정보 시스템-Aeries 목표 1-

학생 정보 시스템-Aeries 목표 1-

정학, 퇴학 데이터를 포함하는

정학, 퇴학 데이터를 포함하는

학생 정보 시스템

학생 정보 시스템

출석률 및 학생 징계 데이터를

출석률 및 학생 징계 데이터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긍정적인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구현합니다.

학습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우선 순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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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계획
활동/서비스
교육구 직원이 Orange 카운티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노숙 및 위탁보호 학생에 대한 협조

교육부(OCDE)의 진행 중인 회의에 업무 진행 및 다음의 지원 그룹
참석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

활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 및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사회 정의 주제, 집단 인식 제고,

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 학습

모범 사례 공유, 문제 해결을

조건을 개선했습니다.

처리합니다. 다양한 학부모 계층과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직원과 공유합니다.

~ 211 지원

노숙 및 위탁보호 학생에 대한 협조
업무 진행 및 다음의 지원 그룹
활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 학습
조건을 개선합니다.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추정한 실제
지출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1000-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1000-

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57,850

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57,850

~ OC 지원 체계
~ 노숙자 교육 봉사 활동(HOPES)
협력
~ First International Doers
Ministries
~ Straight Talk
~ 적합한 학생 및 가정에 대해 상담
봉사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 211 지원
~ OC 지원 체계
~ 노숙자 교육 봉사 활동(HOPES)
협력
~ First International Doers
Ministries
~ Straight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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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한 학생 및 가정에 대해 상담
봉사 활동 제공
(우선 순위: 8)

활동 4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 학생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 학생 학사

학사일정을 검토하고 매년

일정을 검토하고 매년 갱신하여

갱신하여 학생 출석을 최대화하고

학생 출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비용을 절감합니다. (우선 순위: 5)

절감했습니다.

예상 비용 없음

추정한 실제
지출
예상 비용 없음

활동 5
계획
활동/서비스

실제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추정한 실제
지출

윌리엄스 법에 따라 고품질의

윌리엄스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랩토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랩토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완전하고 안전한 시설을

고품질의 완전 및 안전한 시설을

운영 지출 기준 $3,241

운영 지출 기준 $3,241

유지합니다

유지했습니다.

~ 필요에 따라 행정 직원을 검토 및

~ 필요에 따라 행정 직원을 검토 및

조정

조정

~ 기술 업그레이드와 개선 사항의

~ 기술 업그레이드와 개선 사항의

검토 및 계획

검토 및 계획

(우선 순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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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년도 LCA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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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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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AP 조사에서 95.6%의 학부모, 88.7%의 유자격 직원, 92.8%의 행정 직원이 목표 3 에 대한 본 교육구 성취도는 각각 대체로
효과적, 매우 효과적, 또는 엄청나게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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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수요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목표 3 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포함된 사회적, 정서적 프로그램을 추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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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데이트
검토한 LCAP 연도: 2018-19
전년도 LCAP 의 각 LEA 목표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경우 표를 복사하십시오.

목표 4

본 목표에서 대처하는 주 및/또는 지역의 우선 순위:

주 우선 순위:
지역 우선 순위:

연간 적정 성적
예상

실제

start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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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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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년도 LCA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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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 가 측정한 바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적인 효과를 설명합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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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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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관계자 참여
LCAP 연도: 2019-20

LCAP 및 연간 업데이트 개입 절차
LEA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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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 회의를 거쳐 데이터를 검토했으며,
교육구 목표 및 주 우선 순위에 맞게 Cypress 교육구 학생의 요구 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법을 권장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LCAP
권고 분석 및 개정에 참여했습니다. 교육구 영어 자문 위원회(DELAC)는 LCAP 의 실행 및 성취도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위원회는 교육구 목표를 검토했으며, 3 회 회의 동안 영어 학습자(EL) 학생의 학업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에 대해 권장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DELAC 는 최신 LCAP 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제안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 위원회(SSC) 및 영어 자문 위원회(ELAC) 회의를 열어 위원회 회원이 데이터와 교육구 목표를 검토했습니다.
위원회 회원이 본 교육구 LCAP 조사를 수행하여 성취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교육구 활동과 예산에 대해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어떤 활동이 진행 중이며 다음 단계의 권장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집 및 공유했습니다. 각 학교는 매년 최소
4 회의 회의를 개최합니다.
매월 정기적인 갱신에 더하여, 2019 년 3 월 이사회에서 LCAP 실행 및 성취도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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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평가(ELPAC), 출석률, 정학/퇴학률, 시설 검사 데이터 등입니다.
교육감 및 최고 행정관은 Cypress 교사 협회(ACT) 및 California 학교 고용인 연합(CSEA) 대표와 함께 매월 1 회 공식 회의를 갖습니다.
해당 대표자는 회장 및 부회장입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에 ACT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며, CSEA 대표자 회의는 매월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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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개최합니다. 각 회의는 2-3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본 회의 동안, 교섭 단위는 해당 단위의 교육구 목표 및 해당 회원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유자격 및 행정 직원은 연례 LCAP 설문 조사에 참여하여 성취도 목표 달성을 위한 의견과
고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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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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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P 는 데이터와 평가를 사용하여 본 회의를 진행합니다. 모든
교사에게 주의 8 개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교육구 전체 조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문 그룹 및 지정된 이해 관계자 그룹이 정량적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교육감, 교육 서비스 이사, 특수 교육 및 학생 서비스 이사, 교육계 대표자는 자산, 수업, 특수 교육 교과를 포함한 TK-6 학년 수업을
검토하여 학생의 학습 및 학습 환경에 대한 생각을 관찰 및 인터뷰합니다. 이번 학년에는 100%의 학급을 방문했습니다. 관찰 및
인터뷰에 더하여, TK-6 학년 학생은 주의 8 개 우선 순위에 맞는 조사에 참여했으며, 학습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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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6 학년 학생에게 교육구 전체 LCAP 설문 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학교를 멋지게 만들게
되고, 개선을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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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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6 월 10 일, Cypress 교육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계획 초안을 공개했으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제안된 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질문 또는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LCAP 및 연간 업데이트에 대한 영향
본 자문이 내년 LCAP 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분석 및 이해 관계자 의견에 검토하여, Cypress 교육구의 목표 달성에 맞게 안정적인 성취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표 1: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
목표 2: 의사 소통 및 참여
목표 3: 안전하고 주도적인 학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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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press 교육구 목표를 달성했는지
판단했습니다. 검토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화 시험
~ 교육구 공통 평가
~ 표준 기반 점수
~ 독해 성적!
~ 학생 작업 샘플
~ 공식 및 비공식 관찰
~ 이해 관계자 설문 조사
~ 출석률
~ 정학 및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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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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press 교육구 학생은 주 성적 평균을 충족 또는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 계획안에서 지정한 활동이 전체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검토 및 분석은 2017/18 학년에
시작하는 2019/20 학년 지역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LCAP) 3 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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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년 계획에 중대한 내용 변경은 없었으며, 일부 지출을 관심 집중 분야로 조절했습니다.
공청회
2019 년 6 월 10 일 월요일, Cypress 교육구 학교 이사회는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LCAP 승인은 2019 년 6 월 20 일 목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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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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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press 교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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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학생 성과 및 진도
평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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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수준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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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결과는 연간

업데이트 참조)

업데이트 참조)

b. 표준에 부합하는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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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결과는 연간

전체 학생을 위한 학업

d. 영어 학습자 100%가

업데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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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f. 유지

학생 성취도 필요에 맞게

상태: 큰 변화: 유지

업데이트 참조)

(실제 결과는 연간

다음 모두를 사용하여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측정합니다.

표지: 상태: 매우 큰 변화:

e. 학업 지표

유지

업데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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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표

기준 수준

2017-18

2018-19

2019-20

f. 영어 학습자
성취도 표지
교육법 313 의 지정에
따라 주 및 현지 기준에
맞게 학생 재편성
교과 접근성- 우선 순위
7/8
g. 교과 접근성

g. 학생 100%가 섹션

g. 유지

g. 유지

51210 및 51220(a)-

(실제 결과는 연간

(실제 결과는 연간

(i)에서 지정하는 것과

업데이트 참조)

업데이트 참조)

g. 유지

같이 학습 승인을 받은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수
및 장애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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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학생: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전체

X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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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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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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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된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응용, 창의성을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응용, 창의성을

높은 수준의 사고력 응용, 창의성을

포함하는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포함하는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포함하는 California 주 채택 표준에

부합하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포함하는

부합하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포함하는

부합하는 영어 발달 시험(ELD)을 포함하는

영어 언어 분야,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영어 언어 분야,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영어 언어 분야, 수학, 과학, 역사 사회

과학, 시각 및 공연 예술, 체육 교육 등이

과학, 시각 및 공연 예술, 체육 교육 등이

과학, 시각 및 공연 예술, 체육 교육 등이

포함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과제는 모든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과제는 모든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수업 및 과제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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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예: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예: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예:

GATE,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GATE,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GATE,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학생). 모든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지정하는 것과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지정하는 것과

학생들은 윌리엄스 법에서 지정하는 것과

같이 핵심 교과 과정에 대한 접근을

같이 핵심 교과 과정에 대한 접근을

같이 핵심 교과 과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포함하여 법률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

강의실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강의실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강의실 및 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순위: 1, 2, 7)

있습니다. (우선 순위: 1, 2, 7)

있습니다. (우선 순위: 1, 2, 7)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250,000

$150,000

$150,000

출처

$250,000
기준

$150,000
기준

$150,000
기준

예산 참조

$250,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150,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150,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금액

$278,737

$225,054

$350,054

출처

$278,737
보충

$225,054
보충

$350,054
보충

예산 참조

$278,737
4000-4999: 도서 및 물품

$225,054
4000-4999: 도서 및 물품

$350,054
4000-4999: 도서 및 물품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보충 교육

보충 교육 과정/교재,

보충 교육 과정/교재,

과정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소프트웨어/웹웨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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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49,816

$179,816

$229,816

출처

$49,816
보충

$179,816
보충

$229,816
보충

예산 참조

$49,816
4000-4999: 도서 및 물품

$179,816
4000-4999: 도서 및 물품

$229,816
4000-4999: 도서 및 물품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및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및

학생, 교사 및 관리자를 위한 장치 및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보조 장치와 같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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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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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학생: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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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영어 학습자(EL) 학생을 위한 교육

영어 학습자(EL) 학생을 위한 교육

영어 학습자(EL)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신의 학년 레벨에 맞는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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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 시험(ELD) 표준에 충분히 부합될 수

있도록 고안 및 실행됩니다. 학생은

있도록 고안 및 실행됩니다. 학생은

있도록 고안 및 실행됩니다. 학생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어민과 동등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어민과 동등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원어민과 동등한

수준을 습득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습득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습득하고 모든 학생에게 기대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한 학년 레벨의 학업

것과 동일한 엄격한 학년 레벨의 학업

것과 동일한 엄격한 학년 레벨의 학업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영어 실력을 빠르고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영어 실력을 빠르고

표준을 달성하기 위해 영어 실력을 빠르고

50/123 페이지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완전히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완전히 능숙하게

효과적으로 습득하여 완전히 능숙하게

됩니다. (우선 순위: 2)

됩니다. (우선 순위: 2)

됩니다. (우선 순위: 2)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56,887

$80,000

$80,000

출처

$56,887
보충

$80,000
보충

$80,000
보충

예산 참조

$56,887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80,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80,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금액

$13,499

$15,000

$15,000

출처

$13,499
보충

$15,000
보충

$15,000
보충

예산 참조

$13,499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1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1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방학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방학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방학

CELDT-교사

California 영어 능력

California 영어 능력

평가(ELPAC)(CELDT 대체)-교사.

평가(ELPAC)(CELDT 대체) 교사
지원.

금액

$25,000

출처

$25,000
보충

예산 참조

$2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적절한 학급 배치를 위한 여름 방학
California 영어 능력
51/123 페이지

평가(ELPAC)(CELDT 대체) 교사 및
수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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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장애

X모든

학생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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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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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504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504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IEP) 또는 504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SWD)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형평성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실행하여 형평성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실행하여 형평성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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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완전한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대한 완전한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대한 완전한 참여와 적절한 편의 및/또는

수정을 확인합니다. (우선 순위: 2)

수정을 확인합니다. (우선 순위: 2)

수정을 확인합니다. (우선 순위: 2)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55,657

$55,657

$55,657

출처

$55,657
특수 교육

$55,657
특수 교육

$55,657
특수 교육

예산 참조

$55,65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55,65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55,65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학급 교사-ESY

학급 교사-ESY

학급 교사-ESY

금액

$40,286

$40,286

$40,286

출처

$40,286
특수 교육

$40,286
특수 교육

$40,286
특수 교육

예산 참조

$40,28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40,28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40,28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행정 직원-ESY

행정 직원-ESY

행정 직원-ESY

금액

기준

기준

기준

출처

기준
특수 교육

기준
특수 교육

기준
특수 교육

예산 참조

기준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행정관 피지명자

행정관 피지명자

행정관 피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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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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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작업 샘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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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 모니터링 및 보고한 것을 교사,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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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교육구가 학생의 성취도 결정에

사용합니다.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사용합니다.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사용합니다.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성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성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성취도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입니다.

국가/주/지역 평가 데이터뿐만 아니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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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 샘플, 관찰 및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중재를 통하여 성취도 격차가 좁혀졌는지

중재를 통하여 성취도 격차가 좁혀졌는지

중재를 통하여 성취도 격차가 좁혀졌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계획은 실력

향상을 위한 학생의 성취도 수준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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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개정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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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25,000

$25,000

$25,000

출처

$25,000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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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측정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측정

교육 평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측정

성취도

성취도

성취도

금액

$64,575

$64,575

$64,575

출처

$64,575
기준

$64,575
기준

$64,575
기준

예산 참조

$64,575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64,575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64,575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데이터 분석가/기술자

금액

$30,000

$30,000

$30,000

출처

$30,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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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학생 관리 시스템

학생 관리 시스템

학생 관리 시스템
금액

$5,000

$5,000

$5,000

출처

$5,000
보충

$5,000
보충

$5,000
보충

예산 참조

$5,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5,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5,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및 인쇄

교재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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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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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수정된 활동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각 학교에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구가

각 학교에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구가

각 학교에 교육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구가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중점을 둔 21 세기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중점을 둔 21 세기

지정하는 하위 그룹에 중점을 둔 21 세기

교육 기술, 교육 과정 개발 및 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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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통합 등을 보조합니다. (우선 순위: 7)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415,000

$415,000

$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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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15,000
보충

$415,000
보충

$415,000
보충

예산 참조

$41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41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41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학습 지도 코치

학습 지도 코치

학습 지도 코치

금액

$149,650

$276,397

$276,397

출처

$149,650
보충

$276,397
보충

$276,397
보충

예산 참조

$149,65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276,39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276,39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평가 및 기술 조정관

평가 및 기술 조정관

평가 및 기술 조정관

금액

$175,000

$175,000

$175,000

출처

$175,000
기타

$175,000
보충

$175,000
보충

예산 참조

$17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7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75,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 명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 명

특별 과제를 위한 STEM 교사 2 명

금액

$240,000

$579,665

$300,000

출처

$240,000
보충

$579,665
보충

$300,000
보충

예산 참조

$24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579,665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30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음악 교사 3 명

음악 교사 5 명

음악 교사 5 명

금액

$6,000

$6,000

$6,000

출처

$6,000
보충

$6,000
보충

$6,000
보충

예산 참조

$6,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6,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6,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술 지도 교사 6 명

기술 지도 교사 6 명

기술 지도 교사 6 명

금액

$6,000

$6,000

$6,000

출처

$6,000
보충

$6,000
보충

$6,000
보충

$6,000

$6,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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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조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STEM 관리자 6 명

STEM 기술 지도 교사 6 명

STEM 기술 지도 교사 6 명

금액

$394,000

$394,000

$394,000

출처

$394,000
기타

$394,000
보조금

$394,000
보조금

예산 참조

$394,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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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학습 프로그램: 학습 준비 및

주립 유치원 교직원

주립 유치원 교직원

주립 유치원 교직원

금액

$98,319

$102,878

$102,878

출처

$98,319
기준

$102,878
기준

$102,878
기준

예산 참조

$98,319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102,878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102,878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

도서관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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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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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된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모든 자격 및 행정 직원은 협력 및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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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을 통해 내용 및 교육 지식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든 교사 및 지원 직원은 전체

것입니다. 모든 교사 및 지원 직원은 전체

것입니다. 모든 교사 및 지원 직원은 전체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높은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높은

학생에게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높은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수준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채택된 프로그램과 전략을

이수하고 채택된 프로그램과 전략을

이수하고 채택된 프로그램과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교사와 직원의 성과 및

실행할 것입니다. 교사와 직원의 성과 및

실행할 것입니다. 교사와 직원의 성과 및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학생의 성취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강도 및 지속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강도 및 지속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수준의 강도 및 지속

시간을 갖고 전문성 개발을 진행할

시간을 갖고 전문성 개발을 진행할

시간을 갖고 전문성 개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직원 회의, 수업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직원 회의, 수업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직원 회의, 수업

도중, 워크샵, 비 근무일 등에 제공됩니다.

도중, 워크샵, 비 근무일 등에 제공됩니다.

도중, 워크샵, 비 근무일 등에 제공됩니다.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전문성 개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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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표준

~ 주 표준

~ 주 표준

~ 교육구 핵심/보충 교육 과정

~ 교육구 핵심/보충 교육 과정

~ 교육구 핵심/보충 교육 과정

~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 데이터를 사용한 교육 진행

~ 긍정적 행동 지원

~ 긍정적 행동 지원

~ 긍정적 행동 지원

~ 차별화

~ 차별화

~ 차별화

(우선 순위: 4, 7)

(우선 순위: 4, 7)

(우선 순위: 4, 7)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477,222

$477,222

$477,222

출처

$477,222
기준

$477,222
기준

$477,222
기준

예산 참조

$477,222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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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자격인력

자격인력
금액

$72,775

$72,775

$72,775

출처

$72,775
기준

$72,775
기준

$72,775
기준

예산 참조

$72,775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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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휴업일 및 단축 수업일-행정인력

행정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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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366,500

$366,500

$466,500

출처

$366,500
보충

$366,500
보충

$466,500
보충

예산 참조

$366,5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366,5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466,5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자격인력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자격인력

여유 시간, 추가 급여, 봉급-자격인력

금액

$25,000

$25,000

$25,000

출처

$25,000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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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00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초임 교사 지원 및 사정(BTSA)

금액

$266,500

$170,000

$170,000

출처

$266,500
보충

$170,000
보충

$170,000
보충

예산 참조

$266,5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17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17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공급자와 계약(OCDE, 사고 지도,

CRLP, PEP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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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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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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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press 교육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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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press 교육구 이해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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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수준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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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52852/35147 에서

(실제 결과는 연간

(실제 결과는 연간

요구하는 바와 같이

업데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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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기회가 있을 때
학부모의 참여
c. 교육구 직원은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및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학생을
포함하는 전체 학생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옹호
단체에 참여합니다.

학부모 대표가
포함됩니다. 100%의
학교에 LCAP 및 교육구
영어 자문
위원회(DELAC)를 위해
지정된 학부모 대표가
있습니다.
b. 다양한 시간 및
장소에서 통역사가
동반되는 4 개의 교육구
학부모 교육 수업이
있습니다.
c. 교육구 직원은 로터리,
PTA 원탁 캘리포니아
학교 관계자, 협회,
Anaheim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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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표

기준 수준

2017-18

d. 매월 소식지 및 이사회

교육구 분과 위원회에

회의 강조 사항.

참여합니다.

2018-19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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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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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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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학생: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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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수정된 활동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교육구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교육구

교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및 교육구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소통을 위해 면담,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소통을 위해 면담,

사이에서 양방향 의사 소통을 위해 면담,

회의, 이메일, 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회의, 이메일, 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회의, 이메일, 전화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60,000

$160,000

$160,000

출처

$160,000
기준

$160,000
기준

$160,000
기준

예산 참조

$16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6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6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공식 학부모 면담

공식 학부모 면담

공식 학부모 면담

금액

$2,500

$2,500

$2,500

출처

$2,500
보충

$2,500
보충

$2,500
보충

예산 참조

$2,5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2,5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2,5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교재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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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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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메일, 전화,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메일, 전화,

자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이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문자 메시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 간에 시의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 간에 시의

학부모/보호자 및 커뮤니티 간에 시의

적절한 의사 소통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의사 소통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의사 소통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책과

지침을 수정 및 갱신하고 학부모 포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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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정보, 연간 등록,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순위: 3)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순위: 3)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우선 순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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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2,000

$2,000

$2,000

출처

$2,000
기준

$2,000
기준

$2,000
기준

예산 참조

$2,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2,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2,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교재

교재

금액

$5,300

$5,300

$5,300

출처

$5,3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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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교육구 웹 사이트

교육구 웹 사이트

교육구 웹 사이트
금액

$6,000

$6,000

$6,000

출처

$6,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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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의사 소통 시스템: 학교 메신저
금액

$3,000

$3,000

$3,000

출처

$3,0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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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지속적인 연락

지속적인 연락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지속적인 연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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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준

기준

기준

예산 참조

$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5,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재등록 지원

재등록 지원

재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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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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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학교 및 교육구 우선 순위에 대한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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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 인구 구성 비율을 감안하여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학부모가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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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위원회는 교육구의 인구 구성

~ LCAP 위원회는 교육구의 인구 구성

~ LCAP 위원회는 교육구의 인구 구성

비율을 반영합니다

비율을 반영합니다

비율을 반영합니다

~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률이 학교에 대해

~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률이 학교에 대해

~ 학교 운영위원회는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 법률이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 법률이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ELAC), 법률이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학교에 대해 지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SSC 에 통합된 경우에는 주 교육

SSC 에 통합된 경우에는 주 교육

SSC 에 통합된 경우에는 주 교육

위원회(SBE) 지침에 따릅니다

위원회(SBE) 지침에 따릅니다

위원회(SBE) 지침에 따릅니다

~ 교육구 영어 학습자 위원회(DELAC),

~ 교육구 영어 학습자 위원회(DELAC),

~ 교육구 영어 학습자 위원회(DELAC),

교육법 35147 에 따릅니다.

교육법 35147 에 따릅니다.

교육법 35147 에 따릅니다.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특수 교육)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특수 교육)

~ 커뮤니티 자문 위원회(특수 교육)

(우선 순위: 3)

(우선 순위: 3)

(우선 순위: 3)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000

$1,000

$1,000

출처

$1,000
보충

$1,000
보충

$1,000
보충

예산 참조

$1,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1,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1,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교재

교재

교재

69/123 페이지

금액

$17,000

$17,000

출처

$17,000
보충

$17,000
보충

예산 참조

$17,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17,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Qualtrics 플랫폼: 연구, 설문 조사,

Qualtrics 플랫폼: 연구, 설문 조사,

양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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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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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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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방법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 표준 기반 성적표.

~ 표준 기반 성적표.

~ 표준 기반 성적표.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 예상/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을

위한 성취도 보고서.

위한 성취도 보고서.

위한 성취도 보고서.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기술하는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기술하는

~ 학생 기대치 및 학습 목표를 기술하는

보고서 설명 및/또는 FAQ.

보고서 설명 및/또는 FAQ.

보고서 설명 및/또는 FAQ.

~ 학부모에게 Smarter Balanced, 기술,

~ 학부모에게 Smarter Balanced, 기술,

~ 학부모에게 Smarter Balanced, 기술,

차세대 과학 교육 표준, STEM 사이버

차세대 과학 교육 표준, STEM 사이버

차세대 과학 교육 표준, STEM 사이버

안전, 및 학교 안전 등의 교육 수업 주제를

안전, 및 학교 안전 등의 교육 수업 주제를

안전, 및 학교 안전 등의 교육 수업 주제를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제공합니다.

~ 학부모의 상이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 학부모의 상이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 학부모의 상이한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회의 시간과 장소의 다양화.

회의 시간과 장소의 다양화.

회의 시간과 장소의 다양화.

~ 학부모 참여 증진: 다양한 학교/교육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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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활동 제공; 직업의 날; 미국 전체를

보세요: 학교로 다시 가기; 오픈 하우스.

보세요: 학교로 다시 가기; 오픈 하우스.

보세요: 학교로 다시 가기; 오픈 하우스.

(우선 순위: 3)

(우선 순위: 3)

(우선 순위: 3)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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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충

보충

보충

예산 참조

$6,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6,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6,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학부모 교육 과정

학부모 교육 과정

학부모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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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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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교육구 및 학교는 특수 교육, 위탁보호

교육구 및 학교는 특수 교육, 위탁보호

교육구 및 학교는 특수 교육, 위탁보호

학부모 및 영어 학습자 학부모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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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참여가 교육구 및 학교 인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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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비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비율에 대한 대표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학부모를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학부모를

특별 관리 하위 그룹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제공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제공합니다.

대상으로 하는 봉사 활동을 제공합니다.

모든 학교는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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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우선 순위:
3)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26,000

$26,000

$26,000

출처

$26,000
기준

$26,000
기준

$26,000
기준

예산 참조

$26,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26,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26,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통역사-한국어

통역사-한국어

통역사-한국어

금액

$20,000

$20,000

$20,000

출처

$20,000
보충

$20,000
보충

$20,000
보충

예산 참조

$2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2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20,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교육법에서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교육법에서

가능한 경우 수화 또는 교육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기타 다른 통신 장치를

지정하지 않는 기타 다른 통신 장치를

지정하지 않는 기타 다른 통신 장치를

포함한 다른 언어로 추가 통번역

포함한 다른 언어로 추가 통번역

포함한 다른 언어로 추가 통번역

제공.

제공.

제공.
예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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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6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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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학생: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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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교육구 행정관 및 관련 직원이 커뮤니티

교육구 행정관 및 관련 직원이 커뮤니티

교육구 행정관 및 관련 직원이 커뮤니티

조직 및 분과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를

조직 및 분과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를

조직 및 분과 활동에 참여하여 관계를

확립하고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확립하고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확립하고 교육구의 비전과 임무를

공유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그룹에

공유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그룹에

공유합니다. 다음과 같은 커뮤니티 그룹에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 로터리

~ 로터리

~ 로터리

~ 예술 협회

~ 예술 협회

~ 예술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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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A

~ PTA

~ PTA

~ 캘리포니아 학교 관리자 협회(ACSA)

~ 캘리포니아 학교 관리자 협회(ACSA)

~ 캘리포니아 학교 관리자 협회(ACSA)

~ 애너하임 연합 고등학교 학군(AUHSD)

~ 애너하임 연합 고등학교 학군(AUHSD)

~ 애너하임 연합 고등학교 학군(AUHSD)

분과

분과

분과

(우선 순위: 지역)

(우선 순위: 지역)

(우선 순위: 지역)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5,000

$5,000

$5,000

출처

$5,000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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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지출

면담 참석

면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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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목표에서 대처하는 주 및/또는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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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지원하고 만성 결석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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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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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

2018-19

a. 유지

a. 유지

(실제 결과는 연간

(실제 결과는 연간

업데이트 참조)

업데이트 참조)

2019-20

a. 유지

우선 순위 5 학생

b. 96% 출석률

b. 유지

b. 유지

b. 유지

참여

c. 6%의 만성

c. 유지

c. 유지

c. 유지

b. 학교 출석률

결석률 예상, 공식

c. 만성적인 결석 비율

통계는 아직 확정되지

(실제 결과는 연간

(실제 결과는 연간

업데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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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3 월

(실제 결과는 연간

(실제 결과는 연간

소속감 설문 조사.

실행했습니다

업데이트 참조)

업데이트 참조)

계획된 활동/서비스
LEA 활동/서비스 각각에 대해 다음 표 사본을 완성합니다. 필요 시 예산 지출을 포함하여 표를 복사합니다.
start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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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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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학생: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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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전체 학생을 지원하며, 건강 관리 지원을

전체 학생을 지원하며, 건강 관리 지원을

전체 학생을 지원하며, 건강 관리 지원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돕는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돕는

이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을 돕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학생 교육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학생 교육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학생 교육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구 전체의 모든 학생의 등록 및

~ 교육구 전체의 모든 학생의 등록 및 연간

~ 교육구 전체의 모든 학생의 등록 및 연간

재등록 절차

등록 절차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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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의무의 수정 및 갱신

~ 출석 의무의 수정 및 갱신

~ 출석 의무의 수정 및 갱신

~ 교육구 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간호사

~ 교육구 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간호사

~ 교육구 학교 등록 간호사, 직업 간호사

~ 학습 준비를 통한 학습 준비 프로그램

~ 학습 준비를 통한 학습 준비 프로그램

~ 학습 준비를 통한 학습 준비 프로그램

실행

실행

실행

교사 및 간호사

교사 및 간호사

교사 및 간호사

~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조정

~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조정

~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조정

(우선 순위: 5)

(우선 순위: 5)

(우선 순위: 5)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16,391

$116,391

$116,391

출처

$116,391
기준

$116,391
기준

$116,391
기준

예산 참조

$116,391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16,391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16,391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교육구 간호사(1.5)

교육구 간호사(1.5)

교육구 간호사(1.5)

금액

$37,806

$37,806

$37,806

출처

$37,806
기타

$37,806
기타: 의료 관리 활동(MAA)

$37,806
기타: 의료 관리 활동(MAA)

예산 참조

$37,80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37,80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37,806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직업 간호사

직업 간호사

직업 간호사

금액

$50,000

$50,000

$50,000

출처

$50,000
기타

$50,000
보조금

$50,000
보조금

예산 참조

$5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5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5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학습 준비 간호사(.5)

학습 준비 간호사(.5)

학습 준비 간호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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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현 시점에서 관련 비용 없음

현 시점에서 관련 비용 없음

현 시점에서 관련 비용 없음

출처

현
시점에서 관련 비용 없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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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점에서 행정
관련 인력
비용 급여
없음
2000-2999: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필요에 따라 행정 교직원 검토 및

조정

조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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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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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X

수정된 활동
변경되지 않은 활동

X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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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교육구 및 학교는 활동 보고서, 정학, 퇴학

교육구 및 학교는 활동 보고서, 정학, 퇴학

교육구 및 학교는 긍정적인 학습 환경

데이터를 포함하는 출석률 및 학생 징계

데이터를 포함하는 출석률 및 학생 징계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활동 보고서, 정학,

데이터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긍정적인

데이터를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긍정적인

퇴학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출석률 및 학생

학습 환경을 구현합니다.

학습 환경을 구현합니다.

징계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우선 순위: 5,6)

(우선 순위: 5,6)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순위: 5,6)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목표 1- 학생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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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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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36,000

출처

$36,000
보충

예산 참조

$36,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SEL 교육 과정

금액

$55,298

출처

$55,298
보충

예산 참조

$55,298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플레이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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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46,807

출처

$46,807
보충

예산 참조

$46,807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여유 시간, 교사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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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영어 학습자
X위탁 보호 청소년
X저소득층

XLEA 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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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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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교육구 직원이 Orange 카운티

교육구 직원이 Orange 카운티

교육구 직원이 Orange 카운티

교육부(OCDE)의 진행 중인 회의에

교육부(OCDE)의 진행 중인 회의에

교육부(OCDE)의 진행 중인 회의에

참석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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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문화적 다양성 및 사회 정의 주제,

집단 인식 제고, 모범 사례 공유, 문제

집단 인식 제고, 모범 사례 공유, 문제

집단 인식 제고, 모범 사례 공유, 문제

해결을 처리합니다. 다양한 학부모 계층과

해결을 처리합니다. 다양한 학부모 계층과

해결을 처리합니다. 다양한 학부모 계층과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직원과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직원과

함께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직원과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공유합니다.

노숙 및 위탁보호 학생에 대한 협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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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및 다음의 지원 그룹 활용을 통해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여 본

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 학습 조건을

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 학습 조건을

교육구 McKinney-Vento 학생 학습 조건을

개선합니다.

개선합니다.

개선합니다.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 OCDE 노숙인 담당자 네트워크

~ 211 지원

~ 211 지원

~ 211 지원

~ OC 지원 체계

~ OC 지원 체계

~ OC 지원 체계

~ 노숙자 교육 봉사 활동(HOPES) 협력
~ First International Doers Ministries
~ Straight Talk
~ 적합한 학생 및 가정에 대해 상담 봉사

~ 노숙자 교육 봉사 활동(HOPES) 협력
~ First International Doers Ministries
~ Straight Talk
~ 적합한 학생 및 가정에 대해 상담 봉사

~ 노숙자 교육 봉사 활동(HOPES) 협력
~ First International Doers Ministries
~ Straight Talk
~ 적합한 학생 및 가정에 대해 상담 봉사

활동 제공

활동 제공

활동 제공

(우선 순위: 8)

(우선 순위: 8)

(우선 순위: 8)

83/123 페이지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57,850

$157,850

$157,850

출처

$157,850
기준

$157,850
기준

$157,850
기준

예산 참조

$157,85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57,85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157,85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학생 지원 서비스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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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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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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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지 않은 활동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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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다양한 커뮤니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 학생 학사일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 학생 학사일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구 학생 학사일정을

검토하고 매년 갱신하여 학생 출석을

검토하고 매년 갱신하여 학생 출석을

검토하고 매년 갱신하여 학생 출석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우선

최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우선

최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합니다. (우선

순위: 5)

순위: 5)

순위: 5)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예상 비용 없음

예상 비용 없음

예상 비용 없음

예상
예상 비용
비용 없음
없음

예상
예상 비용
비용 없음
없음

예상
예상 비용
비용 없음
없음

활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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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 중에서 선택)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X전체

X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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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서비스:

위치: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및/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선택)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으로 한정)

(전체 학교, 특정 학교 및/또는 특정 학년 범위
중에서 선택)

[교육 대상 학생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교육 범위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위치 추가를 이곳에서 선택합니다]

활동/서비스
2017-18 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8-19 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2019-20 학년 신규,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중에서 선택합니다
중에서 선택합니다
85/123 페이지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7-18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8-19 학년 활동/서비스

X

변경되지 않은 활동

2019-20 학년 활동/서비스

윌리엄스 법에 따라 고품질의 완전하고

윌리엄스 법에 따라 고품질의 완전하고

윌리엄스 법에 따라 고품질의 완전하고

안전한 시설을 유지합니다

안전한 시설을 유지합니다

안전한 시설을 유지합니다

~ 필요에 따라 행정 직원을 검토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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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업그레이드와 개선 사항의 검토 및

계획

계획

계획

(우선 순위: 1)

(우선 순위: 1)

(우선 순위: 1)

예산 지출
학년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예상 비용 없음

$3,241

$3,241

출처

예상 비용 없음

$3,241
기준

$3,241
기준

예산 참조

예상 비용 없음

$3,241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3,241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랩토

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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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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목표

목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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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된 요구 사항:

예상하는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
기준/지표

기준 수준

2017-18

start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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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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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
또는
활동/서비스

예산 지출

88/123 페이지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시연
LCAP 연도: 2019-20
예상하는 추가 및 집중 보조 지원금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의 백분율

$2,726,475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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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정보는 2018/19 학년과 동일합니다. 2019/20 학년 동안 활동/서비스 자금은 목표 3 을 제외하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Cypress 교육구는 지원금이 $2,611,025 에서 $2,726,475 로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영어 학습자(EL),
사회경제적 빈곤층(SED) 및 위탁보호 학생(중복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비해 8.91% 비율 이상으로
서비스를 개선 및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Cypress 교육 구는 지정된 기간 동안 15 명 미만의 위탁보호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Cypress 교육구는 영어 학습 학생, 사회경제적 빈곤층,
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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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빈곤 학생은 교육구 내에서는 성취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카운티 및 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경우에는 동료 학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3-6 학년 학력 평가 시험(SBA), California 영어 능력 평가(ELPAC), 교육구 데이터 등이며, 이에 읽기
능력 평가, 성적, 출석 및 정학, 설문 조사, 이해 관계자 회의가 포함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본 교육구는 지원금을 교육구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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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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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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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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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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igh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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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zano 는 학생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하는 교사 그룹에 교육
및 학습의 주요한 측면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ypress 교육구는 학생 정보 시스템(SIS), Aeries, 데이터 관리 시스템, IO Educat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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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보고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교육 연구가인 John Hattie 는 교육이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학생이 어떻게 배워서 알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팀 분석과 함께 장시간 실행된 교육 코칭은 유효 크기 0.51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유효 크기가 0.4 를 초과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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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6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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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은 200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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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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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gotsky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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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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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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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Robert Marzano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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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zano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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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
동료 평가 저널인 Child Development 에 발표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정서적 학습(SEL)은 아동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공감을 느끼며, 결정을 내리고,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칩니다. SEL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정신 건강, 사회
기술 및 학업 성취도가 즉시 향상됩니다. LCAP 절차, 다층 지원 시스템 위원회, 이해 관계자 설문 조사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프리스쿨 6 학년 단계별 프로그램의 수요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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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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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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9,991 에서 $2,611,025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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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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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학년의 학력 평가 시험, California 영어 발달 시험(ELD) 시험 그리고 영어 읽기 능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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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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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igh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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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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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통한 연구 기반 모범 사례 구현을 지원합니다. 교육 연구가인 Robert Marzano 는 학생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 협동하는 교사
그룹에 교육 및 학습의 주요한 측면을 변화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YPSD 는 학생 정보 시스템(SIS), Aeries, 데이터 관리 시스템, IO Educatio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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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을 식별하기 위해 보고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교육 연구가인 John Hattie 는 교육이 학생을 성장시키는 것을 학생이
어떻게 배워서 알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팀 분석과 함께 장시간 실행된 교육 코칭은 유효 크기 0.51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유효 크기가 0.4 를 초과하는 경우 유효한 것으로 판단).
TK-6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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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은 200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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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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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서 예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등 및 중등 교육법은 예술을 핵심 과목으로 정의하며, 예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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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ygotsky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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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d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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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zano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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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zano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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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3
LCFF 보조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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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P 연도: 2017-18
예상하는 추가 및 집중 보조 지원금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의 백분율

$1,839,691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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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구의 지원금 증가분은 $1,947.86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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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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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학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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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ie 의 보이는 학습에 대한 연구, Robert
Marzano 의 효과적인 교육 전략에 대한 연구는 상기 집중 분야에 대한 교육구 전체 실행을 뒷받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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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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발달 시험(ELD) 보조, 여름 방학 캘리포니아 영어
발달 시험(CELDT), 학년 연장(ESY)
~ 본 교육구의 EL, SED, 위탁보호 학생의 다양한 요구 사항 충족에 중점을 둔 전문성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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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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지역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LCAP) 및 연간 업데이트 템플릿은 학생의 성취와 전반적인 성적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 기관(LEA)의 행동과 지출을 문서화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LCAP 는 3 개년
계획이며, 필요에 맞게 매년 검토 및 업데이트합니다. Charter school 은 LCAP 를 완료하여 통상적으로
1 년인 Charter school 예산 기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 인가 담당자에게
제출됩니다. 매년 모든 LEA 는 LCAP 및 연간 업데이트 템플릿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구의 경우, LCAP 는 교육구 및 교육구 내 각 학교에 대해 교육구 자치 자금 운용
공식(LCFF)(민족별, 사회경제적 빈곤, 영어 학습자, 위탁보호 청소년, 장애 학생, 노숙 청소년)에서
식별한 전체 학생 및 각 학생 그룹에 맞는 해당 목표와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주
우선순위 및 교육구에서 식별한 우선순위 각각에 맞게 기술해야 합니다.
카운티 교육청의 경우, LCAP 에서 목표와 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카운티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 각각에 대해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주 우선순위 및 해당 교육구의
우선순위 각각에 따라 전체 학생 및 카운티 교육청이 기금을 지원하는 각 LCFF 학생 그룹(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명령 또는 특정한 조건으로 제적되어 Juvenile court school 에 등록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은 LCAP 에서 교육구가 기금을 제공하는 카운티가 운영하는 학교와
프로그램(특수 교육 프로그램 포함)에 등록 중인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추가로 조정 및
기술합니다.
카운티 교육감이 단일 교육구를 관할하는 경우, 카운티 교육 위원회 및 교육구 관리 위원회는
교육법(EC) 섹션 52060, 52062, 52066, 52068 및 52070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단일 LCAP 를 채택 및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LCAP 는 기관의 기금(교육구 또는 카운티 교육감)이 모두
예산에 따르며 실제로 적절하게 지출되었는지 분명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Charter school 은 장애 학생 및 노숙 청소년을 포함하는 전체 학생 및 각 LCFF 소그룹 학생에 대해
목표와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기술해야 합니다. 이들 각각은 제공하는 학년 레벨에
적용하는 주 우선순위에 따르고 Charter school 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특성 그리고 해당 교육구가
식별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Charter school 의 경우, LCAP 내의 주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통합 및
설명을 수정하여 제공하는 학년 레벨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에, EC 의
Charter school 에 명시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당한 요구 사항만을 반영하는 수정이 포함됩니다. 연간
업데이트 절차에 따른 Charter school 의 LCAP 목표 및 활동/서비스 변경 사항이 필연적으로 학교의
인가 요청에 대한 중요한 개정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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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의 특정 섹션에 대한 질문 사항은 아래의 지침을 참조합니다.

지침: 링크된 목차
계획 요약
연간 업데이트
이해 관계자 참여
목표, 활동, 서비스
계획된 활동/서비스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시연

현지 관리 및 책임 계획(LCAP) 템플릿 작성과 관련된 추가 질문이나 기술 지원은 현지 교육청 또는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의 지역 기관 시스템 지원 사무소에 문의합니다. 전화번호는 916-3190809 이며,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lcff@cde.ca.gov.

계획 요약
LCAP 는 지정된 3 개년 계획 주기에 따라 LEA 의 연간 목표, 활동, 서비스 및 지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LEA 는 매년 LCAP 에 대한 계획 요약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LCAP 를 개발하는 경우, 적절한 LCAP 연도를 입력한 후, 본 섹션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릅니다.
2 년 또는 3 년 동안 LCAP 을 개발하는 경우, 적절한 LCAP 연도를 입력하고 이전 요약 정보를 현재
연도의 LCAP 관련 정보로 교체합니다.
이 섹션은 제공된 안내문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본 안내문에는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LEA 에는
지역 프로그램, 커뮤니티 인구통계 정보 및 LEA 전체 비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LEA 는 필요에 따라 문서(예: California 학교 대시보드 데이터 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목표, 계획
결과, 실제 결과 또는 관련된 계획과 실제의 지출을 나타내는 차트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LEA 는 각 안내문에 지정된 정보와 예산 요약표를 포함하기만 한다면 계획 요약에 대체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lifornia 학교 대시보드에 대한 언급은 EC 섹션 52064.5 에 따라 주 교육 위원회가 채택한 California
학교 대시보드를 의미합니다.

포괄적인 지원 및 개선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 및 개선(CSI)을 위해 확인된 학교(복수의 학교)가 있는
LEA 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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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학교: CSI 를 위해 식별된 LEA 내의 학교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학교 지원: CSI 계획을 개발할 때 LEA 가 식별된 학교를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에 CSI 계획 이행을 통해서 처리해야 하는 학교 차원의 수요 평가, 증거 기반 중재 그리고
식별 모든 리소스 불평등 등이 포함됩니다.



효과의 모니터링 및 평가: LEA 가 학생(복수의 학교)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CSI 계획의 이행 및
효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연간 업데이트
계획된 목표, 예상된 결과, 활동/서비스 및 예산 지출은 전년도에 승인된* LCAP 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복사해야 합니다. 또한, 계획된 목표에 의해 해결된 주 및/혹은 지역의 우선순위를 나열합니다. 사소한
인쇄 상의 오류는 수정해도 좋습니다.
* 예를 들어, 2017/18 - 2019/20 LCAP 에서 LCAP 연도 2017/18 의 경우, 2016/17 LCAP 에 있는
목표를 검토합니다. 더 나아가, 가장 최근 LCAP 연도의 목표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LCAP 연도
2020/21 에서는 2017/18 - 2019/20 LCAP 의 지난 해인 2019/20 LCAP 연도의 목표 사항을
검토합니다.

연간 적정 성적
전년도의 각 목표마다, 예상되는 연간 적정 수준 성적에 대하여 지난 해에 해당 목표로 식별된
실제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비교합니다.

활동/서비스
계획된 활동/서비스와 예산 지출을 식별하여 본 목표를 실행하며 설명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 활동/서비스 실행을 식별하고 설명한 목표와 예상하는 실제 연간 지출을
충족시켜서 활동/서비스를 실행합니다. 해당 경우, 대상이 되는 학생 또는 학생 그룹의 변경
사항 또는 제공하는 활동/서비스의 계획된 위치 변경 사항을 식별합니다.

분석
California 주 학교 대시보드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실제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목표 달성 시 계획된 활동/서비스가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합니다. 지시된 안내문에
응답합니다.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 실행을 설명합니다. 실행 과정에서 관련된
어려운 점과 이를 극복한 경험에 대한 토론을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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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 가 측정한 바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체적인 효과를
설명합니다.



예산 지출과 예상 실제 지출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합니다. 지출 상 경미한 편차
또는 사소한 부분의 회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목표의 변경 사항, 예상 결과, 측정 기준, 본 분석의 결과로서 달성해야 하는 활동 및
서비스 그리고 California 학교 대시보드에서 제공한 분석 기준(해당 경우)을 기술합니다.
LCAP 에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설명합니다.

이해 관계자 참여
LCAP 개발 및 예산 절차 상 학부모, 학생 및 기타 다른 이해 관계자(LCFF 에서 식별하는 학생 그룹의
대표 포함)의 유의미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EC 는 LCAP 개발 시 교사, 교장, 행정 관료, 기타 교직원,
교육구의 지역 교섭 단위, 학부모, 학생과 자문을 위해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에 최소 자문 요구
사항을 지정합니다. EC 는 Charter school 이 LCAP 개발 시 교사, 교장, 행정 관료, 기타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과 자문할 것을 지정합니다. 이에 더하여, EC 섹션 48985 항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송부한
통보, 보고서, 규정 또는 기록물에 대한 번역 요구 사항을 지정합니다.
해당 경우, 학교 현장과 교육구-단위의 목표와 활동 사이에서 조정이 용이하도록 LCAP 는 학교-단위
자문 그룹(예를 들어, 학교 위원회,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 학생 자문 그룹 등)에 공유되어야 하며,
이에 LEA 는 입력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LEA 는 특정한 목표에 맞게 진행 중인 다른 계획에서
설명한 활동을 통합 또는 참조해야 합니다.
지침: 이해 관계자 참여 절차는 연간 단위로 진행 중입니다. 본 섹션의 요구 조건은 3 년의 LCAP
연도 각각에 대해 동일합니다. LCAP 개발 시, 적절한 LCAP 연도를 입력하고, LCAP 개발 및 연간
업데이트에 사용하는 이해 관계자 참여 절차를 설명합니다. 2 년차 또는 3 년차 LCAP 개발 시,
적절한 LCAP 연도를 입력하고 이전의 이해 관계자 설명을 교체하며 금년 LCAP 및 연간
업데이트 개발에 사용하는 이해 관계자 참여 절차를 설명합니다.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 학부모 자문 위원회, 영어 학습자 학부모 자문 위원회, 학부모,
학생, 교직원, LEA 의 지역 교섭 단위, 커뮤니티와 자문할 때 사용하는 절차를 설명하여
LCAP 개발, 연간 검토, 설명한 LCAP 연도의 분석에 대해 안내를 제공합니다.
Charter school: 교사, 교장, 행정 관료, 기타 교직원, 학부모, 학생과 자문할 때 사용하는
절차를 설명하여 LCAP 개발, 연간 검토, 설명한 LCAP 연도의 분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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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과정이 목표, 활동, 서비스, 지출 등을 포함하여 설명한 LCAP 연도의 LCAP 개발, 연간
업데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목표, 활동, 서비스
LEA 의 유형에 해당하는 주 우선순위 각각에 대한 달성을 위해 LEA 는 전체 학생 및 LCFF 가 식별하는
학생 그룹 각각의 연간 목표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LEA 는 추가적인 지역
우선순위를 포함시켜도 좋습니다. 또한, 본 섹션에는 LEA 가 식별된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계획 활동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을 실행할 때 필요한 지출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 LCAP 는 3 개년 계획이며, 필요에 맞게 매년 검토 및 업데이트합니다.
Charter school: LCAP 에서 기술하는 연도 기간은 해당 학교의 인가 담당자에 제출하는
Charter school 예산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1 년입니다. 만일 2 년차 및/또는
3 년차에 해당하지 않다면, Charter school 은 이에 맞게 지정해야 합니다.
신규, 수정, 변경 없음
연간 업데이트 및 이해 관계자 참여를 포함하는 LCAP 개발 과정의 일부로서 지난 연도의
LCAP 와 비교할 때 현행 LCAP 연도 또는 향후 LCAP 연도의 목표, 확인된 요구 사항, 관련 주
및/또는 지역 우선순위 및/또는 예상하는 연간 적정 수준 성적이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를 표시합니다. 또는, 신규 목표인 경우에는 이를 명시합니다.

목표
목표를 기술합니다. LEA 는 쉽게 알 수 있도록 "목표 #" 상자를 사용하여 목표에 번호를
기입해도 좋습니다. 목표는 모든 활동/서비스가 지향하는 원하는 결과에 대해서 대략 설명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LEA 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련 주 및/또는 지역 우선순위
목표 달성을 위한 주 및/또는 지역 우선순위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LCAP 에는 LEA 유형에
해당하는 주 우선순위 및 모든 추가적인 지역 우선순위 각각에 대한 목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표 1 개에 대해 여러 개의 우선순위를 지정해도 좋습니다. (주 우선 순위에
대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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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요구 사항
목표 확립으로 이어지는 요구 사항을 설명합니다. 확인된 요구 사항은 정량적 또는 정성적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때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California 주 학교 대시보드의 연간 업데이트 절차 결과 또는 성적 데이터 등입니다.
예상하는 연간 적정 수준의 성적
각 LCAP 연도에 대해 예상하는 결과에 적용할 성취도 관리를 위해 LEA 가 사용할 기준 또는
지표를 식별합니다. LEA 는 특정한 학생 그룹에 맞게 측정 기준을 식별합니다. 3 개년 계획 첫
해의 LCAP 적용 시점에 가용한 본 기준 또는 지표와 관련성이 가장 큰 최근의 데이터를 기준
수준 열에 포함시킵니다. 해당 경우, 기준 또는 지표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는 3 개년
계획의 직전 연도인 LCAP 연도의 연간 업데이트에 보고된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기준 수준
데이터는 3 년 LCAP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후속하는 연도의 열에는
LCAP 의 3 년 주기 동안 매년 달성되는 성취도를 식별합니다. 해당 연도의 예상하는 결과가
후속하는 연도에 예상되는 결과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 검토합니다.
측정 기준은 정량적 또는 정성적일 수 있으나, 최소 수준으로 LEA 는 각 LCAP 연도에서 LEA
유형에 관련된 주 우선순위의 적용 가능한 필수 측정 기준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학생 참여 우선 순위 측정 기준의 경우 LEA 는 LCAP 템플릿 부록, 섹션 (a)부터 (d)에서
지정하는 수준을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획된 활동/서비스
각 활동/서비스에 대해, LEA 는 섹션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 또는 섹션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포함되는 활동/서비스"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LEA 는 한 개
활동에 대해 양쪽 섹션을 완료하면 안 됩니다.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 달성에 기여하지 않는 활동/서비스의 경우
대상 학생
모든 활동/서비스에 대해 "대상이 되는 학생" 상자를 완료합니다. 단, LEA 가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서비스 향상 또는 개선을 위한 요구 조건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포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활동/서비스로 인하여 어느 학생이 혜택을 받는지 이 상자에 표시합니다. "전체",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으로 입력합니다. "특정 학생 그룹"을 입력한 경우, 특정 학생
그룹을 적절하게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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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장소를 식별합니다. LEA 내의 전체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LEA 는 반드시 "전체 학교"라고 식별해야 합니다. LEA 내부의 특정한 학교 또는 특정한 학년
범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LEA 는 "특정한 학교" 또는 "특정 학년 범위"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개별 학교 또는 학교 소그룹이나 학년 범위(예를 들어, 모든
고등학교 또는 K-5 학년)를 식별합니다.
동일한 인가 요청으로 인가를 받고 다수의 장소에서 운영되는 Charter school 은 "특정한
학교"를 입력하고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위치를 지정하여 장소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운영하는 Charter school 의 경우, "전체 학교" 및 "특정한 학교"는 동일한
의미이므로, 둘 중 한 곳만 입력하면 됩니다. Charter school 은 LCAP 에 전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제공된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향상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 조건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서비스의 경우:
대상 학생
전체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 이상으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증가 또는 개선하는
LEA 의 전체적인 설명에 기여하는 모든 활동/서비스의 경우(아래,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설명 섹션 참조) LEA 는 대상이 되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을
반드시 식별해야 합니다.
서비스 범위
서비스 요구 사항의 증가 또는 개선 달성에 기여하는 각 활동/서비스에 대해 "LEA 전체", "학교
전체"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에 제한적"을 표시하여 서비스 범위를 식별합니다. LEA 는
다음 3 개 선택 사항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식별해야 합니다.
 활동/서비스가 LEA 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 자금을 지원받고 제공되는
경우, "LEA 전체"를 입력합니다.
 활동/서비스가 특정한 학교(복수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자금 지원을 받고 제공되는 경우, "학교 전체"를 입력합니다.
 활동/서비스가 "대상이 되는 학생"으로 식별되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제공되는 경우,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에 제한적"을
입력합니다.
Charter school 및 단일 학교 교육구의 경우, "LEA 전체" 및 "학교 전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므로 어느 쪽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일 인가 하에서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Charter
school 의 경우(고유 CDS 코드로 결정), "LEA 전체"를 사용하여 인가 대상이 되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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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지시하며 "학교 전체"를 사용하여 동일 인가 요청으로 인가를 받은 단일 학교를
지시합니다. 단일 학교를 운영하는 Charter school 의 경우, LCAP 전체에서 일관되게 본
용어를 사용한다면 "LEA 전체" 또는 "학교 전체"를 사용합니다.
장소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장소를 식별합니다. LEA 내의 전체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LEA 는 반드시 "전체 학교"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LEA 내부의 특정한 학교 또는 특정한 학년
범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LEA 는 "특정한 학교" 또는 "특정 학년 범위"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경우, 개별 학교 또는 학교 소그룹이나 학년 범위(예를 들어, 모든
고등학교 또는 K-5 학년)를 식별합니다.
동일한 인가 요청으로 인가를 받고 다수의 장소에서 운영되는 Charter school 은 "특정한
학교"를 입력하고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위치를 지정하여 장소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운영하는 Charter school 의 경우, "전체 학교" 및 "특정한 학교"는 동일한
의미이므로, 둘 중 한 곳만 입력하면 됩니다. Charter school 은 LCAP 에 전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제공된 용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활동/서비스
각 LCAP 연도에서, 설명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할 활동 및 제공할 서비스를 식별합니다.
식별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활동 및 서비스는 하나로 묶어도 좋습니다. LEA 는
쉽게 알 수 있도록 "활동 #" 상자를 사용하여 활동에 번호를 기입해도 좋습니다.
신규, 수정, 변경 없음: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해 LCAP 의 3 년 중 언제라도 활동/서비스가 추가되면 "신규
활동"을 입력합니다.



지난 해의 설명과 달리 어떻게든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서비스가 포함되어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수정 활동"을 입력합니다.



지난 해의 설명과 달리 단계별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서비스가 포함되고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변경 없음"을 입력합니다.
o 계획 기간 동안 계획된 활동/서비스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
LEA 는 "활동 변경 없음" 입력하고 후속하는 연도 열로 활동/서비스를
복사/붙이기 하지 말고 후속하는 연도 열을 공백으로 둡니다. 해당 경우, 예산
지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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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작년의 목표는 현행 3 년 LCAP 에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년차 LCAP 를 개발하는 경우, 선행 3 년 LCAP 의 3 년차 단계별 목표는 작년의
내용입니다.
Charter school 은 LCAP 를 완료하여 Charter school 의 예산 기간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 인가 담당자에게 제출됩니다. 따라서, 인가 담당자에게 1 년 예산을 제출하는
Charter school 은 템플릿에서 "목표, 활동 및 서비스" 섹션의 2 년차 및 3 년차 부분을 완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만일 2 년차 및/또는 3 년차에 해당하지 않다면, Charter school 은 이에 맞게
지정해야 합니다.
예산 지출
각 활동/서비스는 본 활동을 실행하는 각 학년도에 대해 예산 지출을 나열하고 설명합니다.
이에, LEA 예산에서 관련 지출의 위치를 식별합니다. LEA 는 제안된 지출 각각에 대해 모든
기금 출처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출은 반드시 EC 섹션 52061, 52067, 47606.5 지정에
따라 California 학교 회계 지침을 사용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LCAP 에 다수 포함되는 지출의 경우 반드시 중복 지출로서 명기해야 하며 LCAP 에 지출이 첫
번째로 표시되는 목표 및 활동/서비스 참조 자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카운티 학교 교육감이 단일 교육구를 담당하며 단일 LCAP 완료를 선택한 경우, LCAP 는 모든
예산 지출 조정을 위해 어떤 예산인지(교육구 또는 카운티 학교 교육감) 분명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시연
이 섹션은 각 LCAP 연도마다 완료해야 합니다. 2 년차 또는 3 년차 LCAP 개발 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해 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 설명" 표를 복사하고 적절한 LCAP 연도를 입력합니다. 본
섹션의 사본을 사용하여 금년 LCAP 의 지정에 맞게 섹션을 완료합니다. 3 년의 LCAP 동안 각각에
대해 전년도의 모든 섹션을 유지합니다.
예상하는 추가 및 집중 보조 지원금
California 규정집, 표제 5(5 CCR) 섹션 15496(a)(5) 지정에 따라 결정된 저소득층, 위탁보호
청소년, 영어 학습 학생의 수치와 집중도를 기반으로 계산한 LCAP 연도의 기금 수준을
식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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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또는 개선된 서비스의 백분율
표제 5 CCR 섹션 15496(a)(7) 지정에 따라 계산한 LCAP 연도에 전체 학생에게 제공할
서비스와 비교하여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증가 또는 개선해야 하는 퍼센트를
식별합니다.
표제 5 CCR 섹션 15496 지정에 따라, LCAP 연도에 전체 학생에게 제공할 서비스로 계산한 퍼센트에
맞게 중복되지 않은 학생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증가 또는 개선할 방법을 설명합니다.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것은 서비스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설명에는 다수의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에 대한 활동(복수의
활동)/서비스(복수의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그리고 적절한 설명이 제공된 모든 학교 전체 또는
교육구 전체 활동(복수의 활동)/서비스(복수의 서비스)가 어떻게, 하나로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지정된 비례적인 향상 또는 개선 결과를 유발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증가 또는 개선된 서비스에 활동/서비스가 포함되고, 자금을 지원받으며 학교 전체 또는
교육구 전체에 대해서 제공되는 경우, 각 활동/서비스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각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포함시킵니다.
LEA 전체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퍼센트가 55% 이상인 교육구의 경우 그리고 Charter school 및 카운티
교육청의 경우: 본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실행되며 주 및 지역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목표 달성에 얼마나 유효한지 기술합니다.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퍼센트가 55% 미만인 교육구의 경우: 본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실행되며 주 및 지역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목표 달성에 얼마나 유효한지
기술합니다. 또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해 기금을 어떻게 가장
유효하게 사용할 것인지 기술합니다. 본 설명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고려 사항,
지원 연구 방법, 경험 또는 교육 이론을 포함시킵니다.

교육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설명 중 학교 전체에 대해 자금을 지원받고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에서 기금 사용에 관련된 필요한 설명을 포함시킵니다.


중복되지 않은 학생 등록 퍼센트가 40% 이상인 학교의 경우: 본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실행되며 주 및 지역 우선순위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목표 달성에 얼마나 유효한지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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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지 않은 학생 등록이 40% 미만인 학교에 대해 학교 전체로 기금을 확대하는 교육구의
경우: 본 서비스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실행되며 주 및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영어 학습자,
저소득층 학생 및 위탁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기금 사용에 있어서
서비스가 어떻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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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우선 순위:
우선 순위 1: 다음의 목표를 위한 기본 서비스 절차:
A. LEA의 교사가 적합하게 배치되고, 해당 과목 관련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B. 교육구의 학생이 표준에 부합하는 교육 교재를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학교 시설의 정비 상태가 양호합니다.

우선 순위 2: 주 표준 실시 절차:
A. 전체 학생에 대해 주 위원회가 채택한 학업 내용 및 성적 표준 실시. 세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영어 언어 분야 – 영어 언어 분야를 위한 공통 핵심 주 표준(CCSS)
b. 수학 – 수학을 위한 CCSS
c. 영어 발달 시험(ELD)
d. 직업 기술 교육
e. 보건 교육 내용 표준
f.

역사-사회과학

g. 모델 학교 도서관 기준
h. 체육 교육 모델 내용 표준
i.

차세대 과학 표준

j.

시각행위예술

k. 세계의 언어, 그리고
B.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영어 학습자가 학업 내용에 대한 지식과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CCSS 및 ELD

표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우선 순위 3: 학부모 개입 절차:
A. 교육구가 학교 지구와 각 학교 현장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학부모 의견을 구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B. 교육구가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부모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C. 교육구가 프로그램에 특별 관리 학생의 학부모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우선 순위 4: 학생 성취도 필요에 맞게 다음 모두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A. 주 전체 평가;
B. 학업 성적 지수;
C. California 대학교(UC) 또는 California 주립 대학(CSU) 입학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 또는 주

위원회 승인을 받은 전문 기술 교육 표준 및 프레임워크에 합당한 학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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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비율.
D. 영어 숙달도 성취를 달성한 영어 학습자 학생의 비율은 California 영어 발달 시험(CELDT)으로

측정합니다.
E. 영어 학습자 재편성 비율.
F. 3점 이상의 점수로 고급 배치 고사를 통과한 학생의 비율.
G. 조기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기타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후속 평가에 따라 대학 진학 준비에

참여하고 이를 증명하는 학생의 비율.
우선 순위 5: 학생 참여 필요에 맞게 다음 모두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A. 학교 출석률;
B. 만성적인 결석 비율;
C. 중학교 퇴학률;
D. 고등학교 퇴학률;
E. 고등학교 졸업률;

우선 순위 6: 학교 분위기 해당 경우, 다음 모두를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A. 학생 정학률;
B. 학생 퇴학률;
C. 기타 지역 절차. 이에, 안전감 및 학교 소속감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설문 조사를 포함합니다.

우선 순위 7: 교과 접근성 절차에 따라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 및 등록 여부.
A. 해당 경우 EC 섹션 51210 및 51220(a)-(i)에서 기술하는 과정이 포함된 광역 학습 과정.
B. 중복되지 않은 학생에게 개발 및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C. 특별하게 관리하는 학생에게 개발 및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우선 순위 8: 학생 성취도 절차에 따른 학생 성취도. 가능한 경우 EC 섹션 51210 및 51220(a)-(i)에서 기술하는
과정.
우선 순위 9: 제적 학생 지도의 조정(COE 전용), 카운티 교육감이 제적 학생 지도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련된
절차.
우선 순위 10. 위탁보호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조정(COE 전용), 카운티 교육감이 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련된 절차. 이에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교 배치에 대한 변경 사항 최소화
B.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에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합니다.
이에 법정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육 상태와 성취도 정보가 포함됩니다.
C. 청소년 법원의 정보 요청에 대한 대응 및 청소년 법원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교육 서비스 제공 및 협조.
D. 보건 및 교육 기록과 보건 및 교육 확인증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전 절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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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우선순위 절차:
A. 지역 우선 순위 목표.
B. 지역 목표에 대한 성취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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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우선순위 5 및 6 등급 계산 지침
EC 섹션 52060 및 52066 지정에 따라 주 우선순위에 맞게 LCAP 를 완료하기 위해 LEA 의 유형별로
다음 사항을 적용합니다.
(a) "만성 결석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 등교일 중 10 퍼센트 이상 결석한 K-8 학년 학생의 수. 이에 다음의 학생은 제외합니다.
(A) 등록일이 31 일 미만인 경우
(B) 31 일 이상 등록되어 있으나 하루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C) 교육구의 출석 확인 대상에서 예외인 경우. 다음 경우 K-8 학년 학생은 예외로
간주합니다.
(i) 비공립 학교에 등록된 경우
(ii) 가정 또는 병원 교육 환경을 통해 지도를 받는 경우
(iii) 커뮤니티 전문대학 정규 과정에 출석하는 경우.
(2) 등록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학생의 수.
(3) (1)의 값을 (2)로 나눕니다.
(b) "고등학교 퇴학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 코호트에서 4 학년 종료 후 퇴학한 코호트 멤버의 수. 이 경우 "코호트"는 최초 1 년이 된
(시작 코호트) 9 학년 학생과 전입한 학생을 합산하고 1, 2, 3, 4 학년 중 전출, 국외 이주 또는
사망한 학생을 뺀 수로 지정합니다.
(2) 코호트 멤버의 전체 수.
(3) (1)의 값을 (2)로 나눕니다.
(c) "고등학교 졸업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 4 학년 코호트 졸업률:
(A) 코호트 내에서 4 학년 종료 시점에서 정규 고등학교 졸업을 달성한 코호트 내 학생의 수.
(B) 코호트 내의 전체 학생의 수.
(C) (1)의 값을 (2)로 나눕니다.
(2) 대시보드 대안 학교 상태(DASS) 졸업률의 경우:
(A) 11 학년 학생으로 졸업하거나 다음을 달성한 학생의 수:
(i) 정규 고등학교 졸업
(ii) 고등학교와 동등한 졸업 증서
(iii) 성인 교육 인증서
(iv) 20 세 이하인 경우 완료 인증서 및 California 대체 평가에 대한 유자격자.
(B) DASS 졸업 코호트 학생의 수.
(C) (1)의 값을 (2)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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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정학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 수업 기간 (7 월 1 일 - 6 월 30 일) 중 학생이 정학되는 다수의 상황에 관련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수.
(2) 수업 기간 (7 월 1 일 - 6 월 30 일) 중 기본, 이차 또는 단기 등록을 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수.
(3) (1)의 값을 (2)로 나눕니다.
(e) "퇴학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 수업 기간 (7 월 1 일 - 6 월 30 일) 중 학생이 퇴학되는 다수의 상황에 관련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수.
(2) 수업 기간 (7 월 1 일 - 6 월 30 일) 중 기본, 이차 또는 단기 등록을 한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수.
(3) (1)의 값을 (2)로 나눕니다.
유의사항: 권한 지정 근거: 섹션 42238.07 및 52064, 교육법. 참조 자료: 섹션 2574, 2575, 42238.01,
42238.02, 42238.03, 42238.07, 47605, 47605.6, 47606.5, 48926, 52052, 52060, 52061, 52062,
52063, 52064, 52066, 52067, 52068, 52069, 52070, 52070.5, 64001; 표제 20 미국 코드(U.S.C.) 섹션
6312 및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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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안내 질문
안내 질문: 연간 검토 및 분석
1)

모든 학생의 요구 사항에 대한 활동/서비스 성과는 어떻습니까, 관련 서비스 진행으로 목적하는
결과가 달성되었습니까?

2) EC 섹션 52052 지정에 따른 모든 학생 소그룹 요구 사항에 대한 활동/서비스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영어 학습자, 저소득층 학생, 위탁보호 청소년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활동/서비스를 진행하여 목적하는 결과를 달성했습니까?
3) 활동/서비스가 확인된 요구 사항과 특정한 학교의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그리고 본
활동/서비스가 목적하는 결과 달성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4) 어떤 정보(예를 들어,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측정 기준)를 검토하여 연간 업데이트 목표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했습니다?
5) 목표 대비 어느 수준으로 성취도를 달성했습니까, 그리고 측정 가능한 예상 결과는 어떻습니까?
목표를 성취하는 데 활동 및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이었습니까? 활동 및 서비스 성취도 검토
및 유효성 평가에 의해서 LCAP 의 목표, 활동, 서비스, 지출에 대해 어떤 변경 사항이
이루어졌습니까?
6) 예산 지출과 예상하는 실제 연간 지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안내 질문: 이해 관계자 참여
1)

LCAP 의 개발, 검토, 지원에 해당하는 이해 관계자(예를 들어, 학부모 및 학생, 이에 EC 섹션
42238.01 에서 지정하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및 중복되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 포함; 지역사회
구성원; 지역 교섭 단위; LEA 직원; 카운티 아동 복지 관계 기관; 카운티 교육청 위탁보호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법원 지정 특수 지원자 및 기타 다른 위탁보호 청소년 이해 관계자; 영어
학습자를 대표하는 지역 사회 기관 그리고 해당하는 기타)는 어떻게 연계 및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2) LEA 의 절차에서 이해 관계자가 LCAP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어떻게
포함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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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 관계자는 주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예를 들어,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측정
기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LEA 는 어떤 정보를 사용하여 LCAP 목표 설정 절차 안내를
제공했습니까?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4) LCAP 채택에 앞서 서면을 통한 의견 전달 및 LEA 의 참여 과정을 통해 LEA 가 접수한 다른
의견에 의해서 어떤 변경 사항(해당 경우)이 있었습니까?
5) EC 섹션 52062, 52068, 또는 47606.5 에 따라 이해 관계자 참여를 위한 법적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것이 시행되었습니까(해당 경우 EC 섹션 42238.01 에서 지정하는
학부모 및 학생 보호자 대표의 참여 포함)?
6) 요구 사항 5 CCR 섹션 15495(a)에서 지정하는 학생과 면담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 어떤 것이
시행되었습니까?
7) 이해 관계자 참여가 지속 및 지원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주
우선순위에 관련하여 중복되지 않은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을 위한 개선 결과를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안내 질문: 목표, 활동, 서비스
1)

"학습 조건"과 관련하여 주 우선순위에 대처하기 위한 LEA 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본
서비스(우선 순위 1), 주 표준(우선 순위 2) 실시 그리고 교과 접근성(우선 순위 7)입니까?

2) "학생 성취도"와 관련하여 주 우선순위에 대처하는 LEA 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학생
성취도(우선 순위 4), 학생 성취도(우선 순위 8), 제적 학생 지도 조정(우선 순위 9 – COE 전용)
그리고 위탁보호 청소년(우선 순위 10 – COE 전용)을 위한 서비스 조정입니까?
3) 학부모 및 학생 "참여"에 대한 주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LEA 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학부모
개입(우선 순위 3), 학생 참여(우선 순위 5) 그리고 학교 분위기(우선 순위 6)입니까?
4) 지역에서 시행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LEA 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5) 개별 학교 현장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어떻게 평가하여 유의미한 교육구 및/또는 개별 학교 현장
목표의 개발에 대해 안내를 제공했습니까(예를 들어, 학교 수준 자문 그룹, 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학생의 의견, 학교 수준 계획의 검토 사항, 상세한 학교 수준 데이터 분석 등)?
6) 모든 학생을 위한 LEA 의 목표와 상이한 EC 섹션 42238.01 에서 지정하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및 EC 섹션 52052 에서 지정하는 그룹을 위한 고유 목표는 무엇입니까?
7) 매년 그리고 LCAP 기간 동안 각각 목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예상하는 측정 가능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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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각각 주 또는 지역 우선 순위 각각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정보(예를 들어, 정량적 및 정성적
데이터/측정 기준)를 파악/검토하여 목표를 개발했습니까?
9) 개별 학교 현장에서 어떤 정보를 파악/검토했습니까?
10) EC 섹션 52052 에서 지정하는 소그룹을 위해 어떤 정보를 파악 및 검토했습니까?
11) LCAP 에서 지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학교, 영어 학습자, 저소득층 학생 및/또는
위탁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든 학생 및 EC 섹션 52052 지정에 따른 학생 소그룹에 어떤
활동/서비스를 제공합니까?
12) 본 활동/서비스가 식별된 목표와 예상하는 측정 가능한 결과에 어떻게 연결됩니까?
13) 목표 식별 결과에 의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변경은 얼마나 됩니까? LEA 의 예산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지출을 찾을 수 있습니까?

2019 년 1 월 California 교육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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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P 지출 요약
자금 조달원에 따른 총 지출
2017-18

2018-19

2018-19

연간 업데이트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전체 자금 조달 출처

4,560,913.00

4,280,932.00

4,165,270.00

4,560,913.00

4,719,353.00

13,445,536.00

기준

1,382,232.00

1,300,267.00

1,474,432.00

1,382,232.00

1,382,232.00

4,238,896.00

444,000.00

444,000.00

0.00

444,000.00

444,000.00

888,000.00

0.00

0.00

656,806.00

0.00

0.00

656,806.00

기타: 의료 관리 활동(MAA)

37,806.00

37,806.00

0.00

37,806.00

37,806.00

75,612.00

특수 교육

95,943.00

45,502.00

95,943.00

95,943.00

95,943.00

287,829.00

2,600,932.00

2,453,357.00

1,938,089.00

2,600,932.00

2,759,372.00

7,298,393.00

자금 조달원

보조금
기타

보충

* 목표 및 연간 업데이트 섹션의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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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2018-19

2019-20

부터
2019-20
합계

대상 유형별 전체 지출
2017-18

2018-19

2018-19

연간 업데이트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모든 지출 유형

4,560,913.00

4,280,932.00

4,165,270.00

4,560,913.00

4,719,353.00

13,445,536.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2,841,682.00

2,807,421.00

2,375,270.00

2,841,682.00

2,733,824.00

7,950,776.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838,320.00

765,903.00

809,147.00

838,320.00

838,320.00

2,485,787.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571,370.00

397,128.00

595,053.00

571,370.00

782,370.00

1,948,793.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지출

259,541.00

259,719.00

335,800.00

259,541.00

259,541.00

854,882.00

5800: 전문/자문 서비스 및 운영 지출

50,000.00

50,761.00

50,000.00

50,000.00

105,298.00

205,298.00

대상 유형

* 목표 및 연간 업데이트 섹션의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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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2018-19

2019-20

부터
2019-20
합계

대상 유형 및 자금 조달원별 전체 지출

대상 유형

자금 조달원

2017-18

2018-19

2018-19

연간 업데이트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4,560,913.00

4,280,932.00

4,165,270.00

4,560,913.00

4,719,353.00

13,445,536.00

2017-18

2018-19

2019-20

부터
2019-20
합계

모든 지출 유형

전체 자금 조달 출처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준

911,463.00

911,463.00

911,463.00

911,463.00

911,463.00

2,734,389.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보조금

50,000.00

50,000.00

0.00

50,000.00

50,000.00

100,0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기타

0.00

0.00

225,000.00

0.00

0.00

225,000.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특수 교육

55,657.00

26,127.00

55,657.00

55,657.00

55,657.00

166,971.00

1000-1999: 자격 인력 급여

보충

1,824,562.00

1,819,831.00

1,183,150.00

1,824,562.00

1,716,704.00

4,724,416.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준

271,228.00

219,722.00

266,669.00

271,228.00

271,228.00

809,125.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보조금

394,000.00

394,000.00

0.00

394,000.00

394,000.00

788,000.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타

0.00

0.00

431,806.00

0.00

0.00

431,806.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기타: 의료 관리 활동(MAA)

37,806.00

37,806.00

0.00

37,806.00

37,806.00

75,612.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특수 교육

40,286.00

19,375.00

40,286.00

40,286.00

40,286.00

120,858.00

2000-2999: 행정 인력 급여

보충

95,000.00

95,000.00

70,386.00

95,000.00

95,000.00

260,386.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기준

152,000.00

121,541.00

252,000.00

152,000.00

152,000.00

556,000.00

4000-4999: 도서 및 물품

보충

419,370.00

275,587.00

343,053.00

419,370.00

630,370.00

1,392,793.00

5000-5999: 서비스 및 기타

기준

47,541.00

47,541.00

44,300.00

47,541.00

47,541.00

139,382.00

보충

212,000.00

212,178.00

291,500.00

212,000.00

212,000.00

715,500.00

보충

50,000.00

50,761.00

50,000.00

50,000.00

105,298.00

205,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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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9

연간 업데이트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목표 1

3,936,825.00

3,657,881.00

3,561,423.00

3,936,825.00

3,957,160.00

11,455,408.00

목표 2

258,800.00

257,763.00

241,800.00

258,800.00

258,800.00

759,400.00

목표 3

365,288.00

365,288.00

362,047.00

365,288.00

503,393.00

1,230,728.00

목표 4

0.00

0.00

0.00

목표 5

0.00

0.00

0.00

목표

2017-18

2018-19

2019-20

부터
2019-20
합계

* 목표 및 연간 업데이트 섹션의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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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collapse

자금 조달원별 요구 사항 증가/개선에 기여하는 지출
2018-19

2018-19

연간 업데이트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전체 자금 조달 출처

3,875,859.00

기준

자금 조달원

보조금
기타
기타: 의료 관리 활동(MAA)
특수 교육
보충

2017-18

2018-19

2019-20

3,845,561.00

3,459,774.00

3,875,859.00

3,834,299.00

1,228,991.00

1,177,485.00

1,224,432.00

1,228,991.00

1,228,991.00

444,000.00

444,000.00

0.00

444,000.00

444,000.00

0.00

0.00

656,806.00

0.00

0.00

37,806.00

37,806.00

0.00

37,806.00

37,806.00

0.00

0.00

0.00

0.00

0.00

2,165,062.00

2,186,270.00

1,578,536.00

2,165,062.00

2,123,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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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collapse

자금 조달원별 요구 사항 증가/개선에 기여하지 않는 지출
2018-19

2018-19

연간 업데이트

연간 업데이트

예산

실제

전체 자금 조달 출처

659,054.00

기준

자금 조달원

2017-18

2018-19

2019-20

431,503.00

883,346.00

659,054.00

829,054.00

153,241.00

122,782.00

433,850.00

153,241.00

153,241.00

보조금

0.00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0.00

기타: 의료 관리 활동(MAA)

0.00

0.00

0.00

0.00

0.00

특수 교육

95,943.00

45,502.00

95,943.00

95,943.00

95,943.00

보충

409,870.00

263,219.00

353,553.00

409,870.00

579,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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