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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4일

부에나팍 교육구가 주최한 교사 NGSS(차세대 과학 표준) 아카데미
◆3월 13일 관리 이사회 회의
◆ 3월 16일 부에나팍 중학교 오픈 하우스
◆ 3월 27일 관리 이사회 회의

NGSS(차세대 과학 표준) 시대가 도래했다. 부에나팍 교육구는
교사들을 도와서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표준으로 옮겨가는 이
중요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토

◆ 3월 27-31 일봄방학

요일에 50명이 넘는 부에나팍 교육구 및 여러 인근의 교육구 소
속 교사들이 Gordon H. Beatty 초등학교에 모여서 하루 종일 과
어려움을 극복한 부에나팍 교육구 학생들

학 표준 및 자원 개발 문제를 논의했다.
유치원-12학년을 대표한 참석자들은 NGSS 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면서 그 날을 보냈으며 교사들의 교수와 학생들의

해마다 ACSA(캘리

성취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안된 새로운 지식과 자원을 파

포니아 학교 직원
협회)가

수여하는

Every

Student

Succeeding Award(성공 사례 학생 상)는

예상을

악하고 그 모임을 마칠 수 있었다. 그 모임은 모두에게 놀라운
배움과 협력을 체험하는 날이었다!
성공적인 부에나팍 교육구와 바이올라 대학교 사이의 글읽기/쓰기 능력 실험실

뛰어넘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한 학생들 또

부에나팍 교육구의 교사로서 특수 임무를 맡은 Stephanie

는 단순히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학생들 그리

Williamson, June Hetzel 박사 그리고 바이올라 대학교의 초

고 그러한 학생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

등교육 학부 학장 Carolyn Bishop 박사는 부에나팍 교육구

운 다른 교사들을 표창하고 있다. 2월 27일에 열린

와 바이올라 대학교 사이의 글읽기/쓰기 능력 실험실 파트

회의에서 부에나팍 관리 이사회는 부에나팍 교육

너쉽에 관한 보고서를 관리 이사회에 제출 발표했다. 2016

구 소속의 각 학교로 부터 다음과 같은 학생들을

년 가을에 부에나팍 교육구와 바이올라 대학교는 12개의 교

선정했다: Carlos Baldovinos - Beatty 초등학교,

실에 18명의 교생을 배치하는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이 협력 모델은 대학교와 교육구 사

Nathaniel Soto - Corey 초등학교, Matthew Hernan-

이에 일관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서 훌륭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dez - Emery초등학교, Bryan Mejia - Gilbert초등학

교육구 교사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바이올라 대학생들이 각 학교 현장에서 학교의

교, Jalen Johnlouis - Pendleton초등학교, April

문화적 환경과 그곳의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당 직원

Madriles - Whitaker초등학교 그리고Angel Baldovi-

은 학생 정보, 개인비밀 보호 및 전문적인 학교 관행에 관해서 교사들과 바이올라 파트너

nos - 부에나팍 중학교. ACSA(캘리포니아 학교 직

들을 위한 의례를 정립하기 위한 파트너쉽을 더 다듬기 위해서 여직껒 힘써 일해왔다; 이

원 협회) 17지구는 오렌지 카운티의 각 교육구로

에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평가 훈련과 협력을 위한 일정이 포함된다. 2차 계획 예정은 50

부터 한 명의 학생을 위한 조찬 모임을 후원한다.

명이 넘는 바이올라 교사 후보자들을 35명의 부에나팍 교육구의 협력 교사들과 함께 배치

Angel Baldovinos 는 Santa Ana에 있는 Bowers 박

하는 일로 시작될 것이다.

물관에서 열리는 ACSA 주최의 연례

Every Stu-

dent Succeeds(성공 사례 학생 상) 대상 학생을 축
하하는 조찬 모임에 부에나팍 교육구를 대표하여
참석하게 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에나팍 교육구와 파트너!!
SCE(남가주 에디슨 전력회사)는 공립 및 사립 학교의 에너지 사용 절감을 돕기 위해서 SEEP(학교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에나팍 교육구는 이 프로그램으로 부

오렌지 카운티 교사 톱 25명에 선정된 Jennifer
Ferrara를 축하하며

터 무상 기금을 신청하여 $470,000이 넘는 금액의 지원을 교육구의 비용 부담이 없이 수령했다. 지
난 수개월 동안에 이 자금을 사용하여 내부 조명 기구를 새로 장착하고 방과후 및 주말 동안에 전
교육구에 걸친 일부 선정된 교실과 사무실에 재실 감지 장치를 설치했다. 이 재보수 작업은 우리가

Charles G. Emery 초등학교에서 6학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대화 프로젝트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제 완성되었다. SEEP 프로그램으로 인

교사로 근무하는 Jennifer Ferrara가

한 에너지 절약으로 부에나팍 교육구는 매년 최대 $100,000 까지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C Parenting Magazine(오렌지 카운
티 부모양육 잡지)에 의해서 25명의 톱
교사들 중의 하나로 선정된 소식을 전
한다. 그 학교의 교장인 미스 Linnecke 이 설명한 바와
같이 미스 Ferrara는 그녀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녀의 최
선을 다 할 뿐 아니라 우리 전체 학교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교사이다. 학생 위원화 상담자로서 그녀는 지칠
줄 모르고 특별한 행사들을 기획하고 학생들이 삶의 교
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조성하며 Emery 초등학교
를 모든 면에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애쓰고 있
다. 그녀는 학교의 정신을 훌륭하게 구현하고 있으며 그
녀에게는 아동들이 보다 낳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외에
는 더 바라는 바가 없다.

새로운 학교 데이터 대시보드 곧 개시
캘리포니아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들이 그들의 학교 및 교육구에 관한 정보를 접속하여
취득하도록 돕기 위해서 새로운 온라인 도구를 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5일에 캘리
포니아 교육국은 California School Dashboard(캘리포니아 학교 대시보드)를 일반에게 공
개할 예정인 바 그 대시보도에는 책임의무 도구들이 제공되고 시험 점수, 졸업률, 영어 학
습자 향상, 정학률 및 기타 지방 대책을 포함하여 학교 성공의 여러가지 측정에 대한 보
고가 제공된다. 교육구 직원은 캘리포니아 교육국에 의해서 제공된 일차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를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주 시스템에 대한 안내 정보를 3월 중에 우리
부모님들과, 학교 그리고 우리 관리 이사회에 제공할 것이다. 캘리포니아 학교 대시보드
에 관해서 보다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http://www.cde.ca.gov/dashboard/.를 방문하면
된다.

2017-18 예산 및 LCAP(지방 관리 책임의무 플랜) 작업 개시

다음 학교 현대화 작업 승인되다

관리 이사회는 1월 23일에 열린 회의에서 교육구의 2017-18 예산

관리 이사회는 2017년 2월 27일에 열린 회의에서 Gilbert 초

및 LCAP(지방 관리 책임의무 플랜)의 작성 및 개발을 위한 계획을

등학교와 Whitaker 초등학교 교실 현대화 및 업그레이드를 위

승인했다. 이제 3년째에 접어 들고 있는 LCAP는 특정한 목표와

한 Scorpio Enterprises, Inc.와의 590 만불 공사 계약을 승인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에 따른 교육구 지출을 위한 계획을 문서화

했다. 교육구는 보안 및 테크놀로지 개선에 추가하여 Gilbert

하고 있다. 예산과 LCAP는 모두 서로 병행하여 작성되며 2월에

학교의 31개 교실과 Whitaker 학교의 23개 교실을 현대화하

시작하고 6월에 관리 이사회의 검토와 채택으로 마감된다. LCAP/
예산을 개발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올해에 교육구는 우리의 목표
진전과 학생들의 필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부모, 학생
및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설문조사 창구에 관
한 통지는 근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동안에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교육구의

2016-17 LCAP를

볼

수

있다: http://

는 공사를 위해서 8개의 입찰을 접수한 바 있다. 공사는 현재
학년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될 계획이며 2017년 8월 1일
에 상당 부분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두 학교들의
공사를 마치게 되면 교육구는 현대화된 다섯 개의 캠퍼스를 3
년만에 가지게 되며 2018년에는 마지막 두 학교 Corey 및
Beatty 초등학교의 공사를 마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www.bpsd.k12.ca.us/pdf/LCAPBPSD.pdf

MABEL L. PENDLETON SCHOOL REPORT (02/27/17 Board Meeting)
MABEL L. PENDLETON 초등학교 보고 (02/27/17 이사회 회의)
교장 Love 그리고 Pendleton 교사 Breanna Bee, Rebecca Bergstrom, Karyn Eldridge, Shelley Michel, Keith Quijada 및 Jan Smith는
조기 글읽기/쓰기 능력 보고를 관리 이사회에 제출했다. 그들은 유치원-2학년을 위한 DIEBELs 와 SBAC 결과, 직업 개발 및 교사 지
원, 교과 과정, 글쓰기 워크숍, 개입 프로그램 및 테크놀로지 협력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직원들은 또한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신
체와 정신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했던 바 이에는 100 마일 클럽, 디지털 체육, 회복 서클 및 상담 서비스가 포함된다. Pendleton 초등
학교는 ELAC 커뮤니티, 학교 부지 위원회 및 PTA(학부모회)와의 파트너쉽을 확대시켜 왔다. PTA 회장인 Barbara Ioannou는 PTA의
참여와 학생들을 위하여 계획된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언급했다. 미스 Love 교장 역시 Jamboree Housing/Clark Commons 그리고
타이거 우드 센터와의 파트너쉽에 대해서 언급했다.

APPROVAL OF THE 2014-15, 2015-16, AND 2016-17 CONSOLIDATED APPLICATION (CARS) (02/14/17 Board Meeting)
2014-15, 2015-16 및 2016-17 통합 신청(CARS) 승인(02/14/17 이사회 회의)
매년 학교 이사회는 주 및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헤서 CARS를 승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CARS의 동계 데이터 수집에
는 주 및 연방 자금 조달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 그리고 모든 주 및 연방의 규칙과 규정이 준수될 것이며 자금의 사용은 캘리포니아 교
육국에 의해서 설정된 표준에 따라서 검토 및 감사를 받으리라는 증명이 포함된다. 그 보고서는 회계년도 2014-15 정리 보고서, 회계
년도 2015-16 이월 및 지출 보고서, 타이틀 I, II and III 자금, 교육구 할당 및 학교 부지 할당을 위한 회계년도 2016-17 보고서로 구성
된다.

2017-18 BPSD BUDGET A DEVELOPMENT PLAN APPROVED (01/23/17 Board Meeting)
2017-18 부에나팍 교육구 예산 개발 플랜 승인되다 (01/23/17 이사회 회의)
관리 이사회는 예산을 위한 가정 그리고 활동 달력이 포함된 초기 2017-18 예산 개발 플랜을 위한 직원들의 추천을 승인했다. 행정
서비스 부교육감인 미스터 Kelvin Tsunezumi는 관리 이사회 앞에서 핵심적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가정에 대한 개관 및 예산 개발 과
정 일정을 발표했다. 미스터 Tsunezumi는 그의 발표에서 주지사의 2017-18 주 예산 제안의 핵심적 측면, 교육구 우선순위 및 직원 배
치 계획을 구체적인 수입 및 지출의 가정을 위한 근거로 하이라이트 하여 강조했다. 예산 개발 과정은 교육구의 연례 LCAP(지방 관
리 책임의무 플랜) 업데이트와 병행하여 진행될 것이다. LCAP 안과 교육구 예산 플랜 모두에 대한 공청회는 2017년 6월 13일에 열리
며 양 플랜에 대한 최종 추천은 관리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서 2017년 6월 26일에 제출될 것이다.

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S RELEASED (01/23/17 Board Meeting)
학교 책임의무 보고 카드 공개 (01/23/17 이사회 회의)
1998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98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학교들은 매년 SARC(학교 책임의무 보고 카드)를 작성하여 일
반에게 배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SARC의 의도는 매 공립학교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학교의 진전사항을 알리는데 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교육구의 관리 이사회는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 교육구에 있는 각 학교에 대한 학교 책임의무 보고 카드를 발급하고 그 보고서를 공표하며 부모나 보호자에게 그들이 요청하면 그
러한 보고서의 하드카피를 제공하리라는 통지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법 35256조는 덧붙여서 LEA(지방 교육 기관)로 하여금
LEA의 SARC가 게재된 웹사이트 주소로 연결되는 정확한 링크를 캘리포니아 교육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