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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GGUSD)는 연례 보고서인 "가든 그로브 방식"을 발간하여

저희의 전략 계획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전의 짤막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합니다.

교육구는 계속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모든 학생이 평생 성공에 필요한 학업적 개인적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2018 연례 보고서는 연례 설문조사에 참여한 45,715명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서 

받은 개인적 피드백과 함께 구체적인 학업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저희의 종합 보고서는 성공의 

통계와 스토리를 담고 있으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GGUSD는 오렌지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전체의 다른 교육구와 비교했을 때 대학과 직업 준비에 

있어서 계속 선두 두자로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4만 3천 명 이상의 학생이 21세기 

에서 평생의 성공에 준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이 다양성 있는 사회

에서 공헌하고 번창하는 성공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의
 비전

연례 보고서

매해

우리의
 비전

우리는 학생의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높은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철저하고 지원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연구에 따르면 한 개 이상의 언어를 하는 학생은 더 큰 학업 성취를 경험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올해도 GGUSD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확장된 언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 2016-2017 몬로 초등 언어 아카데미에서 스페인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작과 함께 2017-2018학년도에 300여 명의 학생이 등록했습니다.

• 모든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와 베트남어를 9-12학년 계승 언어와 세계 언어로 확장 

제공하고 모든 중학교에서 학교의 인구 통계에 근거하여 계승 언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카운티에서 두 번째, 전국에서 네 번째로 베트남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머디 

초등학교 킨더가든 준비반에서 시작했습니다.

• 2017학년도 졸업생 중 632명의 학생이 2개 이상의 언어 능숙도를 증명하는 주 정부 

이중 언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GGUSD는 최고의 학업 프로그램으로 지속해서 주 전체와 전국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6-2017학년도에 29개의 GGUSD 학교는 캘리포니아 아너롤에 

지명 되었고, 4개의 GGUSD 고등학교가 US 뉴스와 월드 리포트에서 선정하는 

미국 최고 고등학교 중 하나로 평가되었고, 쿡 초등학교는 블루리본 학교로, 4개의 

중학교는 캘리포니아 골드리본 학교로 지명되었으며, 2개의 GGUSD 학교는 'AVID 

전국 모범 학교'로, 퍼시피카 고등학교는 ‘민주적 학교’로 지명되고 시민 교육에서 

캘리포니아의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GGUSD의 K-12 학교 전체에서는 시각과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은 매해 음악적 예술적 재능으로 수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의 선두주자

수상에
빛나는
학교와

학업
 프로그램

전국에서 네 번째로

베트남어 이중 언어

몰입 프로그램을

시작함

모든 학생은 기준 숙달을 향한 계속적인 개인 성장에 필요한
학업적 기술을 개발한다.

학업적 기술

학업적 내용 · 학업적 영어 · 학구적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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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우수함
GGUSD 학생은 표준 평가에서 계속하여

주 전체 평균을 능가했고 대부분 학년에서

캘리포니아 전역의 대도시 교육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캘리포니아 SBAC 평가에서 기준 만족 혹은 초과한 학생의 비율

캘리포니아 38%
GGUSD 47%

2016-17 년에
받은 상

캘리포니아 학교 대시보드

수학 영어

캘리포니아 49%
GGUSD 47%

저희는 캘리포니아 학교 
대시보드에서 긍정적인 
수행 등급을 받았습니다.



학생의 성공 돕기
(FAR 모델)

연례 학생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생은 학업 

습관과 동기부여에 관한 기술을 구축하는 데 

추가 적 도움을 원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학생이 공부 방법을 모르거나 과목이 쉽지 않으면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GGUSD

는 교육구 전체의 교육 지도자로 실무 그룹을 

구성하여 FAR 모델(아래 참조)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학생 이 집중하고(Focus), 행동하고

(Act), 숙고 (Reflect)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사의 지도 전략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개념적 

틀입니다. 성장 사고방식과 동기부여에 관한 이 

전략은 학생이 성공에 필요한 개인적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정서적 웰빙

GGUSD는 모든 학생의 사회 

정서적 웰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에 새로운 

가정 자원 센터를 열어 학부모와 

학생을 의료, 이민 지원, 법률 변호, 

정신 건강 등과 같은 분야 에서 

교육구가 신뢰하는 파트너가 드리는 

자원과 연결해드립니다. 또한 

교육구는 학생을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서 

괴롭힘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상담 

서비스 전화를 시행했습니다.

76.3%
학교 현대화에 자금 지
원하는 주민발의안 P를
승인한 유권자 비율

시설 개선

교육구는 GGUSD 유권자 76.3%로부터 승인을 받아 

2차 채권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발의안 

P는 냉방시설이 없는 나머지 학교의 냉방시설, 

내진과 안전 개선, 2개의 새로운 운동 경기장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마이클 A. 몬수르 기념 

경기장은 9월에 가든 그로브 고등학교에서 미국 

영웅의 삶, 봉사, 그리고 희생을 기리는 화려한 

헌정식과 함께 개장했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학교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주고, 학교에 있는 

어른들이 격려해준다고 느끼는 

학생 비율

GGUSD에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 교직원 비율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한 학부모 비율

설문조사
결과...

97

98.2%

%

98%

캘리포니아 학교 대시보드

모든 학생은 학업 및 사회적 목표 성취에 필요한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개인적 기술

동기부여 · 사회 정서적 웰빙 · 분위기와 문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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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a Ngu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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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riela Mafi, Ed. D.

대학과
직업준비

가든 그로브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 마리사 가르시아 Marissa Garcia (왼쪽), 

차석 졸업생 트리샤 비베로스 Tricia Viveros (오른쪽), 랜초 알라미토스 

고등학교 수석 졸업생 신시아 부 Cynthia Vu (상단) 양은 아이비리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사 양은 하버드대에서 생물학과 영어 

통합학을 전공하여 해양 생물학 교수가 되려 합니다. 트리샤 양은 예일대 

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여 작가나 기자직에 종사하려 합니다. 신시아 양은 

프린스턴대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평생의 성공에
준비시키기

교육
 위원회

2017학년도 졸업생 중 

UC와 CSU 대학에 입학 

자격을 주는 엄격한 a-g 

요구사항을 충족한 비율

2017학년도 졸업생 중 

UC나 CSU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학생의 수 

작년에 4천 개 이상의 AP 

과목을 수강한 졸업생의 수

졸업생 중 AP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비율. 이 학생의 

대부분은 이미 대학 학점을 

인정받고 학교를 시작함

직업 진로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수

직업 교육(CTE) 과목을 

적어도 1개 수강한 

학생의 수

직업 기반 교육에서 10

학점을 이수한 학생의 수

인턴십 이수 시간

계속
소식을 받으세요

GGUSD
개요

모든 학생은 자신이 목표하는 진로에서 평생의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한다.

평생의 성공

대학과 직업 준비 · 대학과 직업 성공

목표

3

GGUSD는 대학 준비의 

선두 주자로서 엄격한 

대학 입학 요구조건(ag) 

을 완수하는 고등학교 

졸 업반 학생 수에서 

카운티와 주 평균을 

지속해서 능가하고 있습 

니다.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