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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님께,

이와같이 가치있는 수업을 택한 것에 대하여 축하 드립니다! 교육이 

자녀들 미래의 성공에 열쇠이고 학부모의 참여가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을 배운 수많은 학부모들과 여러분도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수업을 통하여 배우게 될 사항:

• 학교의 구조와 학년마다 중요한 사항;

• 학업 진척도를 추적하는 방법;

• 대학과 직업의 준비 시기와 방법; 그리고

• 자녀들이 꿈을 성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

배움을 위하여 여러분은 모든 수업에 참여하도록 격려 될 것입니다.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 궁금하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같은 것을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수업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이 정보를 얻고 격려 받으며 자신감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수업을 즐기십시오!

LEA의 학부모를 위한 교육의 10계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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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위하여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자녀의 미래의 경력을 

위하여 대학 교육과 필요한 기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가 자녀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과 

이제 자녀의 대학 진학부터 직업을 얻기까지 지원을 위한 도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럽고 능력있는 부모 입니다 !”

LEA 학부모 추천글, 2007

교육 달성 수준에 따른 수입과 실업률

박사
학위

전문직
학위

석사 
학위
학사
학위

준 학사 
학위

칼리지
중퇴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2013년 평균 주급 (불)2013년 실업률 (%)

모든 근로자:82불 모든 근로자:827불

1,623

1,714

1,329

1,108

777

727

651

472

2.2

2.3

3.4

4.0

5.4

7.0

7.5

11.0

주: 데이터는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수입은 정규직 급료와 봉급을 받는 근로자를 근거 
로 하였다.  출처: 최근 인구 설문조사, 미국 노동 통계국, 미국 노동부

교육은 다음과 같이 보상된다

높은  교육 수준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잠재적으로 높은 봉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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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계명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족들의 참여는 자녀의 학교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생 성공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가족 

모두는 자녀의 교육에 해야 할 역할이 있고 기여 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학교 참여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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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기여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각 개인은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각자의 특별한 역할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체계화 
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학교의 목적과 구조를 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교장, 교사, 
통역관, 비서 그리고 학부모 대표와 같은 학교 임원을 만난다.

백 투 스쿨 나잇, 오픈 하우스 그리고 학부모 컨퍼런스 같은 중요한 행사에 
참가한다.

학교나 지역사회로 부터 참가 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참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개인 지도, 숙제 클럽, 동료 멘토링,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있다. 학부모를 위한 자원으로는 학부모 교육 강좌, 
학부모 정보의 밤, 지역사회 서비스와 학부모 교사 연합회(PTA), 학교 지역 
협의회(SSC), 영어 학습생 자문 위원회(ELAC), 그리고 교육구 영어 학습생 
자문 위원회(DELAC)와 같은 학부모 위원회/그룹에 참여가 있다. 

첫번째 단계는 가족 모두가 자녀 교육에 헌신하는 것이다. 헌신이란  가족 구성원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들의 특별한 역할을 아는 것이다. 예를들면, 오빠는 초등학교 
여동생을 매일 30분씩 가르칠 수 있다.

가족은 자녀들이 공부하고 숙제를 끝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 할 수 있다.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를 도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가족 지원 
구조를 세우게되면 학부모가 자신의 시간을 체계화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와/
또는 학교 통역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학부모 그룹에 참여한다. 학교 캘린더, 핸드북, 학교 지도, 학교 안내 책자 그리고 
필요한 어떠한 것이든지 요구한다. 이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학교 정보를 완성하여 가까이 두고 미래를 위한 자료로 간직한다. 

최근의 학생 진전을 확인하기:학부모 포털은 학교에서 자녀의 진전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상의 자원이다. 다음과 같은 최근의 학생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출결 상황, 숙제, 성적표, 성적 증명서, 테스트 기록과 성적. 

성공을 위한 조언

가족들이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가족들이 자녀들의 
미래에 더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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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

교육감

학교

학교 주소

학교 웹사이트     

교장

 이메일

학교 비서 

 이메일

교사

 이메일

다른 중요한 이름과 전화 번호

학교 연락 담당관

 이메일

카운셀러

 이메일

교육구 웹사이트 학부모 포털

노트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전화 번호     

교실/과목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샘플 – 학교 정보  

 중요한 이름과 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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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 

액션 플랜

       가족으로서 우리가 최근에 한 일. . .

누가       무엇을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 . .

누가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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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을 가정에서 관심과 성원으로 시작하는 것을 

지원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하는것은 무엇  입니까?

제 2 계명
자녀의 학업을 돕는 일에 부모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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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최상의 선물을 준다

공부 할 시간 

숙제는 학교에서 배운 개념을 위하여 적합한  연습을 하도록 만들어 졌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숙제에 포함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가 
힘겨워 하고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교사와 만난다.

자녀가 공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아낸다. 어떤 아이들은 
오전에, 다른 아이들은 오후 또는 저녁에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학교, 
도서관, 또는 가족에게 알맞는 환경에서 자녀가 공부하도록 허락 해준다. 
학생이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친구를 만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자녀가 숙제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당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준다.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가정에서 시간표에 따라 균형잡힌 일상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돕는다. 가족 모두가 숙제 할 시간, 식사 시간, 자율 
시간, 집안 일을 도우는 시간, T.V. 나 다른 오락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스케줄을 알아야 한다.

숙제와 함께 자녀의 진전 상황을 모니터한다. 숙제는 자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숙제를 끝마치고 제출 하는지 알기 
위하여 학부모 포털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자녀의 숙제를 돕는다. 지역 
도서관이나 자녀의 학교에서 숙제 클럽과 개인 지도 기회를 요구한다. 
질문과 걱정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한다. 이것은 학부모의 용기와 현명함의 
표시이다. 여러분과 자녀 모두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답을 얻을 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가족들은 가족을 위하여 아기 돌보기나 노동과 같은 집안 일과 다른 책임들을 
자녀에게 요구한다.

비록 자녀와 사춘기 청소년에게 책임감의 가치가 중요하다 할 지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이 자녀의 우선 사항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부와 다른 책임감 사이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성공을 위한 조언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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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주간 가족 스케줄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6:00 

오전7:00 

오전8:00 

오전9:00 

오전10:00 

오전11:00

오후12:00 

오후1:00 

오후2:00

오후3:00

오후4:00

오후5:00

오후6:00

오후7:00

오후8:00

오후9:00

오후10:00

기상과 아침 식사

등교 준비

학교

귀가 시간

숙제하기

저녁 식사 시간

독서 시간

가족 TV 시청 시간

잠 잘 준비하기 – 잠자리에  들기위한 

양치질과  치실질하기 - 소등하기!

자유 
시간

집안일

즐거운 
가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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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표

    주간 가족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전6:00 

오전7:00 

오전8:00 

오전9:00 

오전10:00 

오전11:00

오후12:00 

오후1:00 

오후2:00

오후3:00

오후4:00

오후5:00

오후6:00

오후7:00

오후8:00

오후9:00

오후10:00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업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다른 수준의 교육을 마음 속에 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균 점수(GPA)가 어떻게 작용하며, 재정 보조에 지원하여 자녀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가지게 될 기회에 대하여도 배웠습니다.”

LEA 학부모 추천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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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은 자녀가 학교에서 성취와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부모와 소통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성적이 산출되는 

기간마다 자녀의 진전 과정을 모니터하게 되면 여러분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도 갖게되고 필요하면 도움도 구하고/또는 

학교에서의 자녀의 성공을 축하해 줄 수 있다. 

제 3계명
어떻게 성적이 작용하는지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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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성적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를 배운다(A, B, C, D, F). 성적은 
학업 성취로 얻어진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노력, 행동, 그리고 수업 
참여도로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O, S, 또는 N”은 “뛰어남Outstanding, 
만족Satisfactory, 또는  개선Improvement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성적 체계는 학년과 교육구 요구 조건에 따라 다양하다. 자녀의 학교에서는 
어떠한 표시를 사용하는지 알기위하여 교사와 상담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K-6)의 성적 체계는 특별한 주 정부 기준을 마스터 하는것에 근거를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A,B,C,D,F 글자로 성적을 표시하는 반면에 1-4까지의 
숫자를 성적에 사용한다.

모든 학생은 학년 기준에 맞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는것을 기억한다. 각 교육구는 
학년 기준에 못미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구마다 다른 프로그램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일년에 세 네번 발행되는 성적표를 자녀의 진전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니터한다. 
성적이 나오는 기간동안 자녀의 진전을 알아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글자로 성적을 받고나면 “평균 점수” (GPA)가 계산되어 진다. 각 글자는 점수를 
대변하고 학교에서 자녀의 평균 성적을 결정한다. 학생의 평균은 대학 입학과 
장학금 지원서에 중요한 요소이다.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해 하기

성공을 위한 조언  

A,B,C,D,F

“평균 성적” (GPA)은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점수로 계산된다. 

A = 4  
B = 3  
C = 2  
D = 1  
F = 0

예를 들면, 벤자민은 6개의 수업을 듣고 다음의 성적을 받았다.

대수 II A = 4 
영어 B = 3  
생물 A = 4 
축구 A = 4 
독일어 II A = 4 
세라믹 B = 3

각 과목의 성적을 합하여 택한 과목 
숫자로 나눈다. 

• 모든 점수를 더한다: 4+3+4+4+4+3 = 22
• 총 점수(22)를 과목수(6)로 나눈다: 22 ÷ 6 = 3.67
• 결과적으로 벤자민의 평균 점수는3.67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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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K-12학년 학생들은 학년 수준에 맞는 능숙도와 수학, 

영어 언어 기술과 과학 과목을 위하여  각 학년 수준에 

맞도록  결정된 커먼 코어 주 정부 기준을 마스터하는게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들은 학생들이 대학과 직장에서 

성공하도록 고안되어 졌다. 기준들은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높은 배움의 목적을 세워준다.

제 4계명
학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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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년마다 능숙도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각 학년  수준 

학교

미국의 교육 체계는 특별하고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것을 기억한다. 
학부모가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그것이 21세기 학생을 위하여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프리스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칼리지/대학, 
직업 학교, 기술 학교등을 포함한 각 교육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얻는다. 

모든 학년이 대학과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씨앗을 심는데 중요하다는것을 
기억한다. 프리스쿨을 다닌 아동은 킨더가튼에 진학 할 준비가 더 잘 
되어있다. 킨더가튼에서의 성공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대학과 직업 준비를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성공에 확실한 기초가 
된다. 

학교 직원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 모든 학년(예, 직접 대화하기, 노트, 
전화 통화, 이메일등)의 교사, 학교/커뮤니티 통역관, 그리고 행정관과 
확실한 대화를 유지한다.

9학년부터 우수반, AP 과정 그리고/또는 국제 학력 평가 시험(IB) 과정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들은 평균점에 가산되는 
점수도 제공하고 자녀가 칼리지/대학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 7
계명 참조).

미국에서 모든 학생은 적합한 K-12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교육구는 
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공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교육구들은 세가지 형태 중 하나의 
형태를 택한다: 초등학교 교육구 (K-6 또는 K-8), 고등학교 교육구 (7-12 또는9-12) 
또는 통합 교육구 (K-12).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커뮤니티 칼리지(2년)에서 공부를 계속하거나 대학(4년)
에 진학하거나 또는 직업 학교/기술 학교(다양함, 2년에서 4년까지)에 다닐 기회를 
가지게 된다. 

새로운 커먼 코어와 병행된 평가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질문은 대답에 
자신들이 아는 것을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실행에 기준을 둔다.  새로운 평가는 비판적 
사고,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 

성공을 위한 조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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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쿨  

3-4세의 아동은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다닐 수 있다.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아동을 
맡아주거나 돌보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수준있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은 말로 
하는 언어 기술 습득과 사회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초기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수학에 중점을 두고 
가르친다. 프리스쿨은 킨더가튼과 그이상의 수준에서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프리스쿨 학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에 대한 태도, 공부 
습관, 그리고 출석의 중요성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초등학교

5세(9월 1일 당일 또는 이전)가 되는 아동은 킨더가튼에 등록한다. 9월 2일과 12
월 2일 사이에 5세가 되는 아동은 트랜지셔널 킨더가튼(TK) 진학이 가능하다. 
트랜지셔널 킨더가튼은 연령에 맞도록 발전 할 수 있게 수정된 킨더가튼 
교육과정을 사용하는 2년간의 킨더가튼 프로그램 중 첫번째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킨더가튼부터 6학년까지(어떤 학교는 5학년 까지) 
가르친다. 각 학년마다 특별한 교육과정과 커먼 코어 주 정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해서 다니는 학교와 관계없이 아동은 읽기/언어 기술, 
과학, 수학 그리고 역사-사회 과학 분야에 최소한 학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들어, 수학에서 3학년 학생은 곱셈과 나눗셈의 이해와 그리고 100이내에 
숫자로 된 곱셈과 나눗셈 전략의 이해를 발달시켜 나간다. 읽기/언어 기술에서 5
학년 학생에게는 글이 말하고 있는것을 명쾌하게 그리고 글에서 추론을 끌어낼때 
정확하게 인용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학교 단계  

프리스쿨-고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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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대부분의 중학교는 7학년과 8학년(쥬니어 하이 스쿨이라고 함)학생이나 6, 7, 8
학년(미들 스쿨이라고 함)의 학생을 교육한다. 이 학년의 학생들은 특별한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과 커먼 코어 주정부 기준을 이수해야 한다. 예를들어,수학에서 
7학년 학생은 숫자와 대수적 표현 그리고 방정식으로 실생활의 수학 문제를 
풀도록 예상한다. 읽기/언어 기술에서 8학년 학생은 명확한 이유와 적절한 
증거로 주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쟁을 쓰도록 예상한다.

중학생은 초기 사춘기에 들어섰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 발전단계의 시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나이의 학생은 초등학교 시절처럼 어른으로부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초기 사춘기는 신체적, 감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어떤 학생은 학교와 
공부에 관심을 덜 보이고 사회적 상호 관계에 더 관심이 있다. 위험한 행동에 
관여하게 하는 친구의 압력도 있다. 사춘기 시기에는 부모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부모가 지원을 유지하고 가까운 관계를 지속하며 사춘기 자녀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등학교 

대부분의 청소년은 14세부터 15세 사이에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21세기의 
학습자로서 학교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9학년에서 12
학년까지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시험(캘리포니아에서는 CAHSEE라고 
함) 통과가 필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교육구는 커먼 코어 주 정부 기준 
마스터를 포함하여 특별한 졸업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녀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 
아는게 중요하다.

이 기간 동안 사춘기 자녀들은 자신들이 들어야 할 과목/수업을 선택한다. 이러한 
수업을 선택 과목 이라고 한다. 학생이 성공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면 졸업을 
위한 학점을 얻게된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36 페이지에 열거된 합하여15년의 기간이 
되고 과목마다 일년의 기간이 소요되는15개의  고등학교 과정을 완성해야 한다. 
이러한 코스를 “a-g” 요구 조건 이라고 한다. 적어도 15개의 과목 중 7개의 과정은 
고등학교 마지막 2년안에 선택해야 한다. 예를들어, 화학은 일년짜리 과정이다.
고등학교에서 “a-g” 과목은 칼리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고안되었고 같은 
과목의 다른 코스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학부모들은 특별한 요구 조건과 칼리지 준비 요구 조건(a-g)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칼리지나 대학에 청소년들이 진학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한 옳은 길에 
있는지 그리고 칼리지와 직업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듣고 있는지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카운셀러를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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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천연 자원 농업 경영; 농업 기술; 농업 과학; 축산학; 삼림 관리와 
천연 자원; 관상 원예; 식물과 토양학

미술, 미디어,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시각, 그리고 미디어 예술; 공연 예술; 제작과 경영 
예술; 게임 디자인과 설정

건물 및 건설업 가구 세공, 목공 제품, 그리고 목공예; 공학 기술과 중 
건설; 기계 시스템 설치와 수리; 주택과 상가 건설

경영과 재정 경영 관리; 재정 서비스; 국제 경영

교육, 아동 발달, 그리고 
가족 서비스

아동 발달; 소비자 서비스; 교육; 가족과 사회 복지 서비스

에너지, 환경, 그리고 공익사업 에너지와 기술; 환경 자원; 전자 통신

공학 기술과 건축 건축 디자인; 공학 기술; 공학 기술 디자인; 환경 디자인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 디자인과 판매; 인테리어 디자인; 개인 서비스

보건학과 의학 기술 생명 공학; 환자 간호; 보건 행정 서비스; 보건 운영 지원 
서비스; 일반인과 지역사회 건강; 정신과 행동 건강

손님 접대, 관광,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식품학; 식이 요법, 그리고 영양; 급식과 손님 접대; 손님 
접대, 관광,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정보 대화 기술 정보 지원과 서비스; 통신업;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 
게임과 시뮬레이션

제조업과 제품 개발 그래픽 생산 기술; 기계 기공과 가공 기술; 용접과 물질 
연결; 제품 혁신과 디자인

마케팅, 판매와 서비스 마케팅; 전문 판매; 기업/자영업

공공 서비스 치안; 비상 대응; 법률 사무

교통 작동; 구조적 수리와 재손질; 시스템 진단, 서비스, 그리고 
수리

고등학교에서 직업 기술 교육(CTE)

고등학교 CTE는 학생이 강력한 21세기 기술을 지니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택적 
프로그램이다. 졸업 후, 수료증을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는 15가지 산업 부문의 직업이 
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CTE프로그램의 12학년 96%가 고등학교를 통하여 CTE 커리어를 
준비하고 졸업했다. 게다가   CTE 학생들은 졸업 후 일반적으로 졸업한 학생들보다 돈을 더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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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기술 학교 

고등 교육의 또다른 선택은 직업 학교나 기술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다. 직업 
기술 학교 교육은 커먼 코어와 병행되고 학생들에게 특별한 직업, 교역, 또는 
자동차 기술자, 컴퓨터 기술자, 메디칼 어시스턴트, 셰프등과 같은 전문직을 
준비시켜 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업 특성상 깊이있고 직접해보는 훈련을 
제공한다. 대부분 끝마치고 나면 자격증, 학위 또는 졸업장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일 이년과 같이 짧은 기간안에 공부 과정을 마칠 수있다. 어떤 학교는 
학위와 2년부터 4년동안 택할 수 있는 학위 트랜스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칼리지/대학

대학 교육을 끝마치면 개인의 인생에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된다. 여러분은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가 칼리지/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 자녀들은 자급 
자족 할 수 있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자동차, 
컴퓨터, 간호 분야와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서 2년간의(준학사-A.A.)학위를 
제공한다. 대학의 4년간의 학위(학사-B.A.나 B.S.)는 엔지니어, 비즈니스, 
또는 교육과 같은 전문직으로 문이 열려있다. 많은 학생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들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계속해서 많은 학생들이 문학사
(B.A.)와 이학사(B.S.) 그리고 석사 학위를 대학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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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졸업에 필요한 요구 조건 과목을 모른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것이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학생들이 요구된 최소한의 교과목을 통과해야 

하고 고등학교 졸업시험 통과가 필요 할 수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최소 요구 조건으로 영어 삼년 과정, 수학 이년 과정, 과학 이년 

과정, 사회 과학 삼년 과정, 시각/공연 예술 일년 과정 또는 

세계어, 그리고 체육의 이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 5계명
자녀가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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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로 자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  

9학년-12학년  

자신을 고등학교 체계에 익숙하게 한다. 각 학년마다 다른 종류의 
요구조건을 가지고 있다.

교사, 카운셀러, 그리고 교직원을 알아둔다. 정기적으로 그들과 대화한다. 
통역관을 요구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졸업장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졸업 시험 통과가 필요 할 수도 있다.(캘리포니아 교육부서와 
www.cde.ca.gov 웹사이트에서 최근의 업데이트 된 요구 조건에 대하여 
상의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교육구마다 다양한 특별한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졸업장을 받고 졸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20학점이 요구된다.

자녀에게 대학과 직업 준비를 위하여 “a-g”라고 알려진 과정을 택하도록 
권장한다.

자녀의 교육적 흥미와 목적을 지원하는 자원들의 이점을 취한다. 직업 
기술 교육(CTE)과 AVID(Advancement Via Individual Determination)
프로그램에 관하여 학교에 정보를 요구한다.

자녀가 9학년이 되기 전에 자녀와 함께 고등학교를 방문한다. 캠퍼스를 둘러보며 
교실이 있는 건물, 사무실, 사물함, 체육관, 구내식당과 다른 시설물에  자녀가 
익숙하게 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한다. 학교 카운셀러, 교사, 그리고 행정자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이중 언어 학부모를 위한 통역관이나 카운셀러가 질문이나 관심사를 도와 
줄 수 있다. 주저하지 않고 모국어로 도움을 청한다.

학부모 교사 연합회(PTA), 학교 지역 협의회(SSC), 영어 학습생 자문 위원회(ELAC), 
그리고 다른 그룹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이러한 그룹들은 자녀가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다른 학부모와 함께 서로 도울 수 있는 연락망을 형성하기 쉽게 해준다.

성공을 위한 조언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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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 - FRESHMAN YEAR

9학년은 어려운 학년이 될 수도 있다.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캠퍼스, 새로운 학교 구조,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접하게 된다.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들은 시간 할애, 개인지도, 공부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집안이 너무 시끄럽다면 도서관 
처럼 조용하고 학생들이 집중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주도록 한다. 

자녀들이 카운셀러를 만나서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 모의 국제 연합
(Model United Nations:MUN), AVID(Advancement via Individual Determination)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을 연결시켜 줄 뿐 만 아니라 
엄격한 고등학교 교육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는 클럽도 있다.

카운셀러와 함께 자녀가 균형잡힌 핵심과목(예, 과학, 수학, 그리고 영어); 그리고 
선택 과목(예, 드라마, 스피치, 그리고 다른 과목)을 선택했는지 확인한다. 
학기마다 자녀의 진전과 성적에 관하여 자녀의 교사에게 질문한다. 자녀의 성적과 
출석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주 학부모 포털을 확인한다.

10학년 - SOPHOMORE YEAR

10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기하학, 대수학II, 그리고 대학 준비 영어반 같은 
핵심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 카운셀러는 자녀가 공부 계획을 세우고 
칼리지를 졸업하고 직업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수업을 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과목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러한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노력과 가족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학기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은 
학교 수업 전과 후 프로그램과 여름 학교를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위치한 
전문 대학과 대학교 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들은 10학년(2월 또는 3월)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볼  필요가 
있을수도 있다. 만약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시험 중 한 부분 또는 두 부분 모두 다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시기에 청소년들은 어떤 직업을 택할 지 생각하기 시작한다. 자녀들이 여러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방문하고 대화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녀들이 대학이나 
그외에 고등학교 졸업 후 다닐 수 있는 여러 교육 기관을 둘러보게 해준다. 교육의 
선택을 일찌기 생각하여 여러분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 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 
기관에 다니는데 필요한 단계를 순차적으로 택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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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 - JUNIOR YEAR

학교 카운셀러와 함께 자녀가 4년제 대학 진학에 필요한 “a-g”필수과목을 
수강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목에는 대수학II, 미국 역사, 그리고 
영어같은 과목들이 포함된다. 자녀들은 8학년부터PSAT(Preliminary Scholastic 
Aptitude Test)와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연습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험들은 여러가지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여러 대학에 입학 할 때 요구되어 
진다.11학년 재학 중에도 계속해서AP(Advanced Placement)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이러한 과목들은 좀 더 명망있는 칼리지나 대학에 입학하는데 도움을 준다. 

12학년 - SENIOR YEAR

12학년은 고등학교 과정 중 마지막 해이다. 학생의 고등학교에서 학업 실적은 
칼리지/대학에서의 성공의 척도가 된다.12학년에서 학생은 삼각 함수, 미적분 
그리고 대학 영어와 같은 우수 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 12학년생은 SAT, ACT, 
그리고 AP 시험을 볼 수 있다. 

만약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일을 하고 싶다면 늘어난 책임감 만큼 바빠 질 
것이다. 따라서  일을 하는 자녀의 성적과 학교 수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학부모 포털에 참여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후 칼리지/대학 또는 직업 
기술 프로그램을 포함한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한다.

10월 1일-11월 30일 4년제 칼리지나 4년제 대학 지원

1월-5월 연방 정부 학비 보조 신청서(FAFSA)와
필요한 모든 시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월 2일 칼 그랜트 지원서 마감일

6월-8월 칼리지와 대학에서 개최하는 오리엔테이션 참여

주: 이것은 일반적인 일정표 이다. 카운셀러와 상담하거나 대학별 

지원서 마감일을 확인한다.

대학 진학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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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매일 기본적인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는 

킨더가튼부터 칼리지까지 학습의 핵심 과목의 일부이다. 

자녀가 이러한 과목에서 좋은 기초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과목들은 학습의 진전을 제공한다.

제6계명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 학습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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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가 킨더가튼 부터 칼리지까지 모든 학년 공부의 
핵심 과목 분야라는 것을 기억한다.

학년마다 핵심 과목의 어려움도 증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지식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이러한 학과목에 확고한 기초를 
이룩하도록 한다.

자녀의 수업 활동과 영어의 진전 과정을 이해한다. 영어 학습생은 
초등학교에서 영어 언어 발달(ELD)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영어 과목과 분리하여 ELD과정이나 다른 지원 
클래스를 택 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에서 자녀가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클래스를 택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과학, 기술, 기술 공학과 수학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주로 STEM 
교육으로 언급된다. 학교는 학교와 현실에서 학생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러한 과목에 주력한다. STEM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과 수학 기술에 초점을 둔 요리와 공예, 고학년을 위해서는 주거 
개선 프로젝트와 기계 공학에 중점을 둔 액티비티에 자녀가 참여 하도록 
장려한다.

액티비티를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자료를 찾는다. 
지원과/또는 도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학교, 보이즈 앤 걸즈 클럽, 
그리고 지역에서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본다. 

모국어나 학과목 분야와 상관없이 학부모는 수학, 과학 과목(화학과 물리 같은), 그리고 
영어 과목을 자녀들이 남보다 뛰어나게 잘 하도록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다. 

자녀들을 인터넷, 멘토 프로그램, 도서관 그리고 직업 박람회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을 
접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자녀가 이러한 전문직 분야에 접할 때 이러한 경험이 자녀의 
마음을 위대한 미래로 열리게 한다.

미술 과목을 과소 평가 하지 마십시오. 미술을 배경으로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발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 
사항에 매우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에는 그림 그리기, 음악, 연극, 글쓰기, 
댄스, 그리고 사진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조언 

수학, 과학과  영어 교육은 

자녀의 성공에 중요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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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튼부터 12학년까지 교실에서 STEM 교육은 과학, 기술, 공학 기술 그리고 
수학의 진전과 개념을 통합하는 좀 더 활동적인 학습을 제공한다. 이러한 학습은 
학생들을 21세기 기술(캘리포니아 STEM 테스크 포스, 2013)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현실 상황에 맞춰준다. 

과학

과학은 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한 관찰과 실험을 사용하는 지시 
체계에 적용된다. 과학의 일반적 과목은 생물, 화학, 물리 그리고 지질학이다. 
과학 분야의 가장 일반적인 직업은 메디칼 분야의 의사,간호사를 포함하여 항공 
우주 산업분야의 생화학자와 엔지니어, 개스와 석유 회사에 수문학자 등이다.

기술

기술은 실용적인 목적을 사용하는 도구를 지칭한다. 기술 제품들은 컴퓨터, 
스마트 폰, 자동차, 그리고 위성을 포함한다. 건축, 약품, 그리고 정보/대화 체계와 
같은 특별한 분야에 적용되는 다른 종류의 기술도 있다. 기술의 배경은 디자인과 
메디칼 또는 대화 장치, 자동 기술 그리고 건축과 같은 직업에 중요하다. 

 STEM 이란 무엇인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 기술(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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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공학

기술 공학은 새로운 기술의 디자인과 건축에 과학적 지식의 적용을 포함한다. 
전기 기사가 전동기와 전기 회로를 디자인 하는 동안 토목 기사는 다리,길, 건물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된다. 항공 우주 산업, 화학, 기계와 컴퓨터를 포함하여 다른 
많은 종퓨의 기술 공학이 있다.

수학

수학은 숫자, 양, 형태 그리고 공간의 학습이다. 수학은 패턴을 찾고 새로운 예측 
또는 이론을 표현하기 위하여 패턴을 사용한다. 수학은 현실을 통하여 기술 
공학, 약품, 그리고 재정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수학의 강력한 배경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위한 게임 개발자,  은행을 위한 
재정 상담자, 인터넷 안전 요원, 증권 중개인, 도시와 카운티를 위한 도시 플래너, 
그리고 공항의 교통 통제관과 같은 직업들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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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우수반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외국어, 그리고 

미술과 같은 핵심 과목에서 뛰어난 학생들은 상급 과정을 

택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하고 도전적인 과목들은 학생의 

약속과 부모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의 이점은 칼리지 학점과 우수하고 경쟁력있는 

평균 점수(GPA)를 취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 7계명
우수반과 상급 과정을 선택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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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성적 이해하기 

우수 과목과 AP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각 등급 수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러한 과목들이 어렵기는 하지만 평균 성적(GPA)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우수 과목과 AP과목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가족들은 학생의 공부를 위하여 공간, 시간, 그리고 필요하면 
개인지도를 제공하여 자녀를 지원해야 한다.

일부 우수 과목과 AP과목은 칼리지 수준이다. 자녀가 B학점 이상으로 이 
과목을 통과 할 때 칼리지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로 부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한다. 
매일의 액티비티를 계획하여 가족들이 서로 도와주며 누구도 많은 양의 
일로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지속적으로 자녀가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가르친다. 자녀는 그들이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가중”이란 이수한 특정 과목의 성적에 추가되는 점수이다. 가중 과목의 성적을 A, B, 
또는 C를 받을 경우 일반 과목에 비하여 추가 가산 점수를 받게된다. 가중 과목에서 
“A” 점수는 5점이며(일반 과목의”A”는 4점이며 여기에 ”보너스”로 가산 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합계 5점이 된다). “B”는 4점이고 “C”는 3점이 된다.

일반 점수  가중 점수
A = 4   A = 5
B = 3   B = 4 
C = 2   C = 3 
D = 1   D = 1 
F = 0   F = 0

제 3계명의 엠마와 벤자민 성적 비교

성공을 위한 조언 

벤자민 = 평균 3.67
대수학II A=4
영어  B=3
생물   A=4
축구  A=4
독일어 II  A=4
세라믹 A=3

계산 보기:
• 모든 점수 더하기5+5+5+5+3+4 = 27
• 과목수(6)로총 점수(27) 나누기 27/6 = 평균 4.5

엠마 = 평균 4.5
AP 영어 문학   A=5
AP 생물  A=5
AP 삼각법  A=5
AP 스페인어  A=5
밴드   B=3
AP 유럽 역사  B=4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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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지원서

자녀가 일찍부터 대학 준비를 하게 도와준다. 칼리지와 직업에 

대한 계획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 교실에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중요하다. 교육과 직업 사이의 관련성은 자녀가 

직업에 대한 목표 달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 8계명
자녀가 칼리지와/또는 직업을 준비하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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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부터 칼리지  준비하기  

  칼리지  입학  시험에 대한 중요한 정보   

일찍 대학을 준비하는 자녀를 도와준다. 대학과 직업을 위한 씨앗을 
심는다. 

자녀와 함께 칼리지와 대학을 방문 할 계획을 세운다. 대학에서는 
대중에게 문호를 열어놓고 학부모와 미래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학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녀에게 SAT와 ACT를 포함한 모든 시험을 치루도록 권장한다.(PSAT는 
연습 시험이고 빠르면 8학년부터 치룰 수 있다.) 

자녀가 칼리지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목들을 꼭 이수하게 
한다(“a-g” 필수과목).
 
교육 계획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10학년 학생과 학부모는 카운셀러를 
만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계획은 칼리지/대학 진학을 위한 요구 조건을 
충족 시킬 뿐만 아니라 졸업을 위한 방향을 제공 한다.

자신들이 선택한 칼리지에 진학하기 위한 옳바른 선상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자녀와 함께 학업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한다. 
자녀가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하도룩 돕기 위하여 
캠퍼스에서 자료를 찾도록 권장한다.

SAT (SCHOLASTIC APTITUDE TEST)   SAT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 지고 각각의 
부분은 200-800의 스케일로 이루어 진다. 쓰기(200-800), 수학(200-800)과 독해
(200-800)를 포함한다. SAT 는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 때 본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www.collegeboard.com

ACT (AMERICAN COLLEGE TESTINT)  ACT는 가장 보편화 된 대학 진학 시험 중의 
하나이다. 영어, 독해, 수학과 과학 시험을 본다(쓰기는 선택이다). 36점이 최고 
점수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www.act.org

EAP (EARLY ASSESSMENT PROGRAMS)   EAP는 영어와 수학의 보충 교육이 필요한 
새로 입학한 학생을 지원한다. 이러한 중재 전략은 고등학교 학생의 칼리지 준비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www.calstate.
edu/eap/about.shtml

조기 배치 고사 (EARLY PLACEMENT EXAM)   어떤 학생에게는 영어 언어 기술과 
기초 단계 수학 시험을 포함한 이 배치고사를 치루도록 요구한다. 각 칼리지는 학교가 
시작하기 전 그러한 시험이 필요하면 학생에게 알린다.

성공을 위한 조언 

대학지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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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 필수 과목은 칼리지나 대학 진학을 위하여 고등학교 학생이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15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전 학년(9학년과 12학년 
사이) 동안 이러한 요구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과목/과정
칼 스테이트 

(CSU) 시스템
UC  시스템

a, 역사/ 사회 과학
세계사, 문화와 지리 1년; 그리고 미국사 1년과 
한 학기의 공민학과 미국 정치

2 년 2 년

b. 영어
작문과 고전 그리고 현대 문학의  읽기.
ESL과정의 1년은 요구 조건을 충족 시키는데 
이용 될 수 있다.

4 년 4 년

c. 수학 
대수학I, 기하학, 대수학 II, 미 적분학, 삼각법, 
통계학,그리고 가능한 상급 수학 과목들

3 년
4 년 추천

3 년
4 년 추천

d. 실험 과학
CSU: 1년 과정의 물리학과 1년 과정의 생물학
UC: 기초 지식을 제공하는 다음의 세 과목 중 두 
과목: 생물,  화학, 물리

2 년 2 년
3 년 추천

e. 제 2 외국어
영어  이외의  언어

2 년 2 년
3 년 추천

f. 시각과 공연 예술
댄스, 드라마/연극, 음악 또는 
시각 예슬

1 년 1 년

g. 대학 입학 준비 선택 과목
위에서 언급한 과목 이외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시각과 공연 예술, 역사, 
사회 과학, 영어, 상급 수학, 실험 과학 그리고 
영어 이외에 “e”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3년의 
언어나 다른 언어에서 2년 동안 선택

1 년 1 년

학과 과정

 칼리지 입학을 위한 학교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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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인력만을  훈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접하게 하여 

내일의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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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학교 등록금을 지불 할 필요는 없다 – 그랜트,대출 

그리고 장학금이 학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9계명
대학 진학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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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생이 학비를 지불하는 것은 가능하다. 재정 보조 프로그램은 
학생이 학비를 충당하도록 지원을 제공한다. 재정 지원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칼리지와 대학 그리고 다수의 다른 공립과 사립 자료에 의하여 
제공된다.

대학을 선택할 때 캘리포니아 공립 칼리지와 대학은 캘리포니아 거주자
(적어도 1년간 거주)인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타주 대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타주 학생과 비 거주자 학생들의 
학비와 우선권에 관련하여 고등학교 카운셀러와 상담해야 한다. 상급 
교육 비용은 자녀가 다니는 고등교육 기관의 형태(커뮤니티 칼리지, 칼 
스테이트, UC, 사립대학 또는 사립 직업 학교)에 따라 학비가 결정된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은 반드시 그랜트, 장학금, 대출, 그리고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방 정부 학생 보조(FAFSA) 
형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자녀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장학금은 학비를 지불하는데 
사용되고 갚을 필요가 없다. 장학금은 재정적 필요, 학업 성적(GPA), 
특별한 재능(체육, 미술, 등등)과 다른 요인에 의하여 수여된다.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고등학교 카운셀러에게 문의하거나 칼리지/대학과 
상담한다. 

칼리지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다른 대안도 생각한다. 예를들어, 칼리지 적금 
계획(일찍 시작한다) 또는 낮은 금리 대출(학생/학부모) 등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고등학교 카운셀러 또는 칼리지/대학에 확인한다.

성공을 위한 조언  

칼리지 학비를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다. 자녀가 
관심있는 칼리지 또는 대학을 알면 바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돈을 모으고 대출, 그리고 
사립대학 그랜트와 같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공립 칼리지나 대학 진학 비용은 충당 할 수 있다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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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보조가 필요한 모든 학생들은 12학년 때 FAFSA를 작성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함께 양식을 작성해서 1월 1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제출한다. 양식은 
웹사이트 www.fafsa.gov. 에서 얻을 수 있다.

재정 보조는 직업/기술 학교, 커뮤니티 칼리지, 칼 스테이트, UC 또는 사립 칼리지/
대학에 입학 할 계획이 있는 학생에게 제공된다. 학생은 자신이 다니고자 하는 
학교가 어떤 형태의 학교인지 알아야 한다. FAFSA 양식은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칼리지 목록을 학생에게 질문 한다.

가능성을  위한  필요 요건:
• 재정적 필요를 보여줌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 고등학교 졸업자/GED 소유자
• 학위/자격증 프로그램에 등록이 받아들여짐 
• 유효한 소셜 넘버
• 남학생은 반드시 의무 병역 제도에 신고해야 함
• 만족스러운 학업 진전

일반적으로 양식은 지원자의 가족 수입, 고등학교 업적, 그리고 시험 결과에 대하여 
질문한다. 많은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재정 보조와 워크샵을 제공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관하여 반드시 고등학교 카운셀러와 상담해야 한다. 
주어진 정보가 정확하고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마다 FAFSA에 
지원해야 한다. 

재정 보조 과정 

보조 형태 상환

그랜트 갚을 필요가 없음. 연방 정부  (Pell Grant)나 캘리포니아 주 
정부(CalGrant)에서 나오는 자금.

장학금 갚을 필요가 없음. 파운데이션, 개인 기관, 기금, 기부에서 온 
자금 등등.

대출 갚아야 함. 은행에서 나오는 자금

 근로 장학금 학교에 다니는 동안 파트 타임으로 하는 일. 

재정 보조의 네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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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형태 비용 학업 
기간

학위 형태 학위의 예

커뮤니티 

칼리지

년간 1,380불
유닛당 46불*

2 년 준 학사 
학위

4년제 칼리지로 전학 
하기 위한 학점을 
얻는다; 또는 간호사, 
비서, 파일럿, 프리스쿨 
교사, 은행원 등이 되기 
위한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직업/
기술학교

유닛당300
불부터 시작

2-3 년 기능 학위 컴퓨터 프로그래머, 
미용사, 정비공, 배관공 
등

칼 스테이트 년간7,025불 4-5 년 학사 학위 엔지니어, 교사, 건축, 
매니저, 어카운턴트 등

UC 년간13,200불 4-5 년 학사 학위 엔지니어, 교사, 
건축가, 매니저,  
어카운턴트 등

사립대 년간15,000불  
50,000불

4-5 년 학사 학위 엔지니어, 교사, 
건축가, 매니저,  
어카운턴트 등

칼리지와 대학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방문 
• 커뮤니티 칼리지 - www.cccco.edu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Chancellor’s Office)
• 직업/기술 학교 - www.rwm.org
• 칼 스테이트 - www.calstate.edu
• UC - www.universityofcalifornia.edu
• 사립/독립 칼리지와 대학- www.aiccu.edu (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California Colleges and Universities)

FAFSA 양식은 온라인 상 www.fafsa.gov.에서 얻을 수 있다.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 도서관에서 무료로 가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www.ecmc.org www.studentaid.ed.gov www.californiacolleges.org
www.finaid.org www.fastweb.org    www.icanaffordcollege.org
www.collegeboard.org     www.csumentor.edu

주: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 수 있는 캘리포니아 학생들은 BOG(Board of 
Governor’s) 수수료 면제 신청에 지원 할 수 있다. 만약 수여되면 상환 할 필요없이 
입학금을 면제 받는다.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 링크에서 확인한다: 
http://home.cccapply.org/money/bog-fee-waiver

고등 교육 형태와 비용 

주: 이 도표는 교육 기관의 학비 확인을 위한 견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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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540 (ASSEMBLY BILL 540)
UC, CSU 와 커뮤니티 칼리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족하면 서류 미비 학생도 
고려 해 볼 수 있다:

• 적어도3년 동안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다닌다.
•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자격, (GED), 그리고
• 다니는 캘리포니아 공립 칼리지나 대학에 

2011캘리포니아 드림 액트

2011 캘리포니아 드림 액트는AB130 과 AB131 두가지 빌의 결과이다. 이 두가지 
빌은 AB540학생들이 재정 보조에 지원하고 보조를 받도록 허용한다.

AB130 (ASSEMBLY BILL 130)

AB540 학생들은 공립학교에서 수여하는 개인 장학금을 지원하고 받는다.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찾아보고 캠퍼스 웹사이트에서 마감 일을 알아본다. 캠퍼스 
장학금 사무실과 연락한다.

AB131 (ASSEMBLY BILL 131)

AB540 학생들은 칼 그랜트와 기관 그랜트를 포함하여 주에서 적립되어 
있는 그랜트에 지원하고 수여받을 수 있다. 드림 액트 지원서는 칼리지에서 
수여되는 장학금, 기관 그랜트, BOG(Board of Governor’s) 수수료 면제, 칼 
그랜트와 다른 주 정부 보조금을 위하여 온라인상에 준비되어 있다. 지원서는                                     
www.caldreamact.org.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자료

서류 미비 학생을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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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방 방지법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아동 추방 방지법은 서류가 미비한 젊은이들을 추방으로 부터 보호해주고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유효한 소셜 카드를 발행하여 준다. 개인적으로 다음 
상황을 충족하면 DACA에 지원할 수 있다. 

• 2007년 6월 15일 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
•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
• 2012년 6월 15일 전에 조사없이 입국하거나 2012년 6월 15일자로 합법적 

체류 상태가 만료됨.
• 학교에 현재 재학 중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자격증, 고졸 학력 인증서를 

소지, 또는 미국 연안 경비대 또는 군대에서 명예 제대한 재향 군인 
• 중죄인, 중요한 경범죄, 또는 3가지 또는 그이상의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협박 이상은 하지 않은 경우 

AB2000 (ASSEMBLY BILL 2000)

AB2000은 공립 칼리지나 대학에 주 내 거주자 학비를 지불 하는 자격을 충족한 
서류 미비 학생들의 상급 교육을 위하여 가능한 길을 제공한다. 이법은 가속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여3년 이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주 내 학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한 학생의 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AB2000의 규정없이 서류 미비 
학생들은 비 거주자의 높은 학비와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웹사이트와 장학금 자원
www.maldef.org   www.ab540.com
www.cadreamnetwork.org www.heef.org
www.hsf.net    www.latinocollegedolla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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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목표를 정하고 일찍부터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자녀의 가능성에 도달 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창조한다. 일찍 시작하기, 의도하기, 그리고 자녀들이 목표에 

도달하려 노력 할 때 지원을 위하여 자녀에게 참여한다. 

제 10 계명
자녀를 창의적이고 의사소통을 하며 장애물을 
기회로  여길 수 도록 가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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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과 항상 대화한다. 긍정적인 대화법은 일상적이고 상호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 자녀들의 의견이나 질문 그리고 고민 사항을 잘 들어 
주도록 한다.

자녀들의 장래 희망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가능한 한 꿈을 크게 가지게 
한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성공을 성취 할 수 있는 
첫 단계이다.

자녀들과 장래에 방해가 되는것들(실제로 존재하거나 예견된 것들)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잘하면 모든 장애물들은 
극복되어 질 수 있다는것을 확신시켜 준다. 장애물에는 언어 장벽,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10대 임신과 저 소득)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만약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경우 학교나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나 사람들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

포기해서는 안된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희망은 힘을 공급해주고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 희망 없이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불행하게도 곤란에 처하게 된다면 희망은 줄어들게 된다. 부모들은 더 나쁜 상황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최고가 되기위한 희망을  갖는것이 필요하다.

앞서 했던 도전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전해주기 위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겪은 힘든 시간들을 항상 기억하도록 한다. 자녀들이 되고싶어 
하는것을 자녀들과 함께 꿈꾸도록 한다. 

성공을 위한 조언  

희망의  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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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학부모를 위한 교육의 10계명 완료!

이제 여러분은 가치있는 정보를 배웠고, 자녀들이 더 나은 학업적 

성공을 이루는데 도와주기 위한 권한을 지닌 수 맣은 학부모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망은 여러분이 이 정보를 친구, 가족,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 입니다. 어떻게 학부모가 학생이 자신들의 

교육적 목표를 취득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리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이러한 정보를 배움으로써 여러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참여를 심화한다;

• 자녀의 학업적 성공을 위하여 단기와 장기 목표를 정하고, 자녀가 

필요한 지원과 격려로 자신의 미래를 마음 속에 그려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모든 자녀를 위한 위대한 교육 옹호자가 된다; 그리고

• 교육적 체계를 좀더 효과적으로 다룬다.

인내는 성공을 가져온다!

대학지원서

학교 AP
우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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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교육에 시간을 투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학업적 목표 획득을 
돕기위한 여러분의 바램과 헌신을 존경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교육 체계에 
대하여 좀 더 배웠고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권한을 받았다고 느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보를 다른 학부모와 나누십시오!

학부모와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데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학교 교장, 교사, 교직원, 비즈니스 리더, 
지역사회 봉사자 그리고 수 많은 비영리 단체 직원들이 이러한 분들에 포함 
됩니다. 그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티노 교육 성취 선도 협회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와  무료 배부 자료가 필요하면, 
www.ocbc.org/lea.cfm. 웹사이트를 방문 하십시오.

감사문
라티노 교육 성취 선도 협회(The Latino Educational Attainment Initiative)는 이 
안내서를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Joe Ames, Ames and Associates 
Juan Carlos Araque,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licia Berhow, Orange County Business Council
Beth Borkowski, Saddleback Unified School District
Linh Bui, M.A., Garden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Heather Huntley Cova, Ph.D., Fieldstone Foundation
Pam Keller, Fullerton School District 
Tamika Lang, Boeing
Delaine Moore, Orange County Business Council
Richard Porras, AT&T 
Teri Rocco, M.A., Garden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Cathy Wietstock, Ed.D.,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LEA 집행 위원회와 여러 해 동안 이 안내서의 창간과 제작을 지원하신 분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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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10계명 프로그램은 저를 위하여 많은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교육 체계의 규칙을 이해하는 간단한 사실이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형성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배우기 
전에는, 자녀의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필요 조건을 알지 

못했습니다.

각 교육 학년의 중요성이 대학으로 향하는 단계를 제공합니다. 
장학금과 보조금 같은 가능한 선택권은 대학 교육에 이르렀을 때 
중요해 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머니로서 자녀를 인도하는데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만약 정보가 없었다면 자녀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었을까요?”

LEA  학부모  추천의  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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