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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는 학업적 우수성의 지속적인 기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수 교육 
브로드 프라이즈 수상자인 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는 820점의 학력 성과 지수(API)로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교육구 가운데 선두주자이며, 대학 입학 요구조건을 충족한 학생의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여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수상 학교들의 성공에 대한 비결은 저희 
교육구가 모든 학생들을 우리의 자녀처럼 대하며, 항상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저희 교육구의 깊은 헌신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전략 계획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학년도에는 학생과 학교가 
이룩할 놀라운 성공의 사례 뿐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평생의 성공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이것이 가든 그로브의 방식입니다!

교육구의 사명
우리는 모든 학생이 다양성이 있는 사회에서 
성공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공헌하고 

잘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구의 임무
우리는 학생의 성공을 확실히하기 위해 모든 학생이 

높은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는 

철저하고 지원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모든 학습생들은 학업 

내용, 아카데믹 영어, 

학구적 습관을 포함한 

학업 기준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개인 성장을 통해 

성공에 필요한 학습 
능력을 개발합니다. 

모든 학습생들은 높은 

동기부여의 유지, 사회 

정서적 행복, 긍정적 

학교 분위기를 포함한 

학업 및 사회 목표의 

성취에 필요한 개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모든 학습생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사회생활의 

진로에서 평생 성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교육구의 

차원에서 저희는 모든 

졸업생들의 대학진학과 

사회생활의 성공율을 

매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습 능력 개인 기술 성공적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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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
교육구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연례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집니다. 
교육구의 각 목표에 관한 성과를 보여 주는 기타 데이터와 
함께 설문조사의 결과는 전략 계획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전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