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gust 27, 2019
GB MILLER SCHOOL
School Site Council/ELAC
7751 Furman Road, La Palma, CA 90623
(714)228-3270
The GB Miller School Site Council & English Learner Advisory Committee (ELAC) includes representatives of the school
community and the school staff who meet regularly to review and approve an annual plan to meet the needs of the GB
Miller students. The SSC and ELAC monitor the school programs on an ongoing basis, and evaluate the school
programs annually. The organization makes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school plans.

Community Representatives

School Representatives

Griselda Castro – Parent
Kellye Lee – Parent
Sally Yu – Parent
Sangeun Park – Parent, ELAC
Eunsil Kim – Parent, ELAC

Certificated Personnel:
Robyn Yarbrough – Principal
Keith Hunt – Teacher
Denise Welbourne – Teacher
Classified Personnel:
Kelli Lilavois – Health Clerk, Vice Chair

I.

Welcome/Sign In/Call to Order

II.

Public Comment

III.

Approval of Minutes

IV.

School Site Council Training

V.

Election of Members/Officers

VI.

Review SPSA 2018.2019

VII.

Calendar of SSC Meetings

VIII.

Adjournment

2019년 8월 27일
지 비 밀러 학교
학교 운영 위원회 /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
주소: 7751 Furman Road, La Palma, CA 90623
전화: (714)228-3270
지비 밀러 학교 운영 위원회 및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는 교직원과 학교 커뮤니티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만나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례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학교 운영 위원회와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관찰하고 해 마다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학교
계획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합니다.

커뮤니티 대표

학교 대표

그리젤다 카스트로(Griselda Castro) – 학부모

교직:

캘리 리(Kellye Lee) – 학부모

로비 야브로(Robyn Yarbrough) – 교장

샐리 유(Sally Yu) – 학부모

키스 헌트(Keith Hunt) – 교사

상은 박(Sangeun Park) – 학부모,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

데니스 웰본(Denise Welbourne) – 교사

은실 김(Eunsil Kim) – 학부모,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

사무·행정직:
켈리 릴라부아(Kelli Lilavois) – 보건 담당자, 부의장

I.

환영사/등록/개회

II.

참석자 의견수렴

III.

회의록 승인

IV.

학교 운영 위원회 교육

V.

구성원 및 임원 선거

VI.

2018. 2019 학생 성취 단일 계획 (SPSA) 검토

VII.

회의 일정

VIII.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