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웨이 연합 교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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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D 목표
“ 전 학생의 대학진학및 취업 준비”

 Poway 통합교육구 내역
◦ 25 유아원(프리스쿨)

◦ 킨더 준비반(TK) 에서 12 학년까지

◦ 25 개 초등학교 (유치원 ~ 5학년)

◦ 6 개 중학교 (6 학년-8 학년)

◦ 1 개의 TK에서 8학년까지의 온라인 프로그램

◦ 5 개 고등학교

◦ 1 개 대안 고등학교

◦ 학생 필요에 따라 추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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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상담교사들

교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교사들
일반직원들

관리직원들

보조교사들

사무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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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현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에 자리가
있으면 그 학교에 배정됨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학년을 결정함

 모든 학교에 영어 초보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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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킨더 준비반) 에서 5학년

 킨더(유치원) 입학자격은 9월 1일이나 그 전에
만5 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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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 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침

 영어 초보학생들은 따로 소그룹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음

 상급 학년으로 진급을 위한 별도 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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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년-8 학년 과정 (만 나이 11세-13세)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한 분의 교사와

“기본교육” 혹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일반

적으로 영어및 사회)수업을 하루중에 함

 수학, 과학, 체육, 그리고 선택과목(미술, 음악, 
컴퓨터등)은 교사가 다르고 교실도 다름. 학

생들이 옮겨 다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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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체육시간에는 학교에서 구매한 체육복을
착용해야됨

 상급 학년으로 진급을 위한 별도 시험없음

 영어 초보 학생들은 따로 수업하는 시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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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학년-12 학년 과정 (만 나이 14 세-18세)

 과목 별로 교사가 다르며 학생들이 교실을 옮겨
다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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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과 선택
과목( 미술, 연극, 음악, 외국어) 등의 다양한

수업에 등록 가능함

 영어 초보 학생들은 따로 수업하는 시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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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230 학점 취득

◦ 학기마다 각 과목은 5 학점임

◦ 외국에서 가져온 성적표는 검토후 학점으로
인정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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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a-g” 코스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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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학년 학생들은 주에서 인정하는 이중언어
인증제를 받기 위해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 학위에 첨부되어짐

◦ 성적표에 참조됨

◦ 영어 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함

◦ 자세한 자격 요건등 신청서는 캠퍼스의 카운셀러에게
수령 가능

◦ 8학년 때, 9학년 과목 선택시 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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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증 번호
각 학생에게 고유 번호가 지정됨.

이 번호는 컴퓨터 사용시 컴퓨터 정보나 학생 정보 확인등에
사용됨. (성적, 수업 일정 ,성적표등)

학부모와 학생은 이 번호를 꼭 숙지 해야됨

 학생증 (6학년-12 학년만 사용)
교과서나 도서실 책 을 빌릴 때, 학생 구좌로 점심을 살 때

(6학년 ~ 12 학년) 필요함. 

학생증은 매일 지참해야됨.

 성적 확인용 번호 (6 학년 ~ 12 학년)
LearningPoint 에서 성적을 확인 하기위한

6자리로 된 문자 번호가 각 학생에게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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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영어초보자 교육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
육과정은 무상으로 제공됨

 교과서는 전 학생에게 무상임.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는 학생이
변상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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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학년의 모든 학생은 학교 재학중 쓸 수
있는 컴퓨터(크롬북)를 받게 됨

 부모의 수입에 따라 무료 점심이 가능함. (양식은
사무실에 있고 이내용은 비밀로 취급됩니다.)

 버스 제공은 한정되어 있으며

요금이나 자세한 내용은 교

육청 웹사이트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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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혹은 전 프로그램을 TK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연장학생서비스 프로그램(ESS) 을 통해
유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초등학교에서 6:30 AM-6:00 PM,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가능함. 비용은 연장학생서비스 (ESS) 사용

시간에 따라 달라짐

> 개인 교습 가능- 대부분이 비용 발생

*도울수 있는 학생이 있는지 고등학교에 문의 바람

*ELL 개인 투터 리스트를 ELL 코디네이터에게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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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을 내면 방과후 보충 활동이 가능한 초등
학교와 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엔 클럽 할동과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18



 파웨이 교육구 웹사이트
◦ www.powayusd.com

◦ 구글에서 번역가능

◦ 달력

◦ 프로그램 정보 – Go to Parents

◦ 학부모 정보

 학교 웹사이트:

◦ 교육구 웹사이트 -> 학교 웹사이트

◦ 자녀의 학교에 대한 정보

 학교 활동

 프로그램

 I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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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plan.powayusd.com/

• 학부모들은 출석과 표준화된 테스트 점수를 확인 가능

• 학급 정보- My Connect

* 행사 일정표

* 웹 정보와 연결

* 학습 지원

* 과제 / 숙제

•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은 Synergy Parent Portal 참조

• 점수는 Student Report Cent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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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의 자료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

 새로 등록된 학생에게 8월 초에 집으로 발송됨

 또한 PyPlan에 있는 Parent Resource 를
통해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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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 도서관은 무료로 사용가능하며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카드용 양식을 작성 바람

 학부모 교육 클래스는 케어링 커넥션 센터를
통해서 적은 비용으로 제공 받을수 있음

- 교육청 웹사이트 Parents/parent Main Page

를 참조 바람

➢ 성인을 위한 클래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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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 러닝 센터 – 모든 서비스 무료
- 13626 Twin Peaks Road, Poway

- 월, 수, 목요일 3-7시
- 화요일 4-7시

- 컴퓨터와 프린터기 사용 가능
- TK 부터 12학년 까지의 취학아동을 위한 튜터 가능

- 다른 언어들과 영어로 책들 비치
- 필요에 따라 학용품과 책가방 지급 가능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 정보의 밤을
개최함.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상급 학교에서 학
부모를 위한 정보 제공의 밤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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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1년 학생은 학년 말에 수업 시간 중에 SBAC 
주립 시험를 매년 보아야 함. 결과는 부모와 학

교로 보고 됨

 10 ~ 12 년 학생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려면 SAT 
나 ACT 시험을 보아야하며 시험비용을 지불하고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시간 이외에, 학교 밖의 장
소에서 실시 됨. 시험비용 면제도 가능함. 결과는

시험 주최 회사가 부모와 학교에 보고를 함

24



 iReady : 1년에 3회 치뤄지는 컴퓨터로 보는
읽기 평가 프로그램

 3-8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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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 TK 에서
12 학년까지 있음.
* 영어 회화 및 학업에 필요한 영어

 매년 얼마 만큼의 영어실력이 향상 되는지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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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PAC 점수와 그 외의 분야에서 학생의 영어가

유창하다고 판단되면 영어 초보자 교육 프로
그램에서 나오고 제배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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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
◦ 장애학생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자폐, 학습장애, 시력장

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등)
◦ 영어 초보자는 장애가 아님

 AVID

◦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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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의 도움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학생들은 함께 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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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교들은 가을에 Back-to-School Night 
(개학의 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교육 목표와 지침등을 들을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시간을 정해 교사와 학부모님의 면
담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따로
선생님과 약속을 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을 자주 체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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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은 여러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교에서
자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교실에서의 소그룹 활동지원

◦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료 준비와 복사

◦ 도서실에서의 책정리
◦ 학교위원회의 회원 (선출) or 영어 초보자 자문회 (모든

영어 초보자 부모님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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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 과정은 매일의 수업시간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 매일 수업 시간에 출석하고 지각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 학습 효과를 위해서 숙제를 잘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일정은 방학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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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지원금은 학생들의
출석률에 달려있습니다.

 학생이 아파서 출석을 못하고 집에 있을 경우는
학교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출석 긴급 전화 (Attendance Hotline) 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에게 말로만 하는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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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교는 응급처치를 할수있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교육구 소속 간호사는 보건 관리자이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육및 간호 서비스를 해줍니다.

 학생들이 지병이 있으면 학교에 사전 연락
바랍니다. (당뇨, 천식, 심한 엘러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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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교는 “마약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

 학부모는 학생들이 콘택트렌즈 용액, 챕스틱 (입
술보호제),감기약, 선크림을 학교에 갖고 올때는 필
요 양식을 작성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일반약이나 처방약이 필요할 경우는
학부모와 의사가 양식에 서명을 해야됩니다.

 만약 학생이 약을 지니고 다니려면 추가 양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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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생은 법에 면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학년에
등록하기 전에 최근에 맞은 백신 접종 확인이 필요
합니다.

 7 학년 에서 12 학년사이에 등록하는 학생은 학기
시작전에 백일해 (adolescent whooping cough 
(Pertussis) booster shot (Tdap)) 접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웹사이트에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저렴한
병원 리스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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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학생들의 정확한 주소와 전화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 학교에서 긴급상황이 발생시,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수 있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연락사항을 학부모에게 편지로
보냅니다.

◦ 학교 정보를 전달해주는 자동 전화 시스템인
Connect Ed.로 학부모에게 연락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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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나 이메일 주소,전화

번호가 바뀌었을 경우는 학교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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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학교는 영어초보교육 상담 위원회 (ELAC)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영어초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초보 교육을 받는 학생의 부모는 동 위원회에
참가하여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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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영어초보교육 프로그램에 문의 사항이 있으면
영어초보교육 프로그램 관리자나 교장에게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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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hristine Cloutier

jlafuze@powayusd.com 
858-52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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