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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와 지금: 75년간의 세계적-수준의 학습
2022-2023학년도는 75년간의 교육 우수성을 기념하는 해로 TUSD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1947년 이래로 TUSD가 많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동안, 우리 학생들, 그 가정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모든 학생이 매일 배우고 성장할 모든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동의 사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일반직 교직원, 관리자,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이를 함께 성취합
니다.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룬 발전을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의 초점은 지속적인 향상에 있습
니다. 우리는 학업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학습 경험
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특별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TUSD 우리 학교들의 상태에 관한 3판을 읽으시면서, 여
러분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미래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의 
일면을 엿보실 것입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의 일부에는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는 자원에 투자하는 것
도 포함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학교에 카운슬러와  
테라피스트들을 늘려왔으며, 모든 교직원에게 사회-정서적  
학습과 학생들의 교육 여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력의 문화를 통해, 학교, 가정 및 
지역사회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도움을 받으며, 참여하고, 받아
들여진다고 느끼는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합니다.  

작년의 인정에 이어, TUSD는 다시 한번 Daily Breeze 
Readers' Choice 투표에서 2022 사우스 베이의 최고 교육
구의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투표해주신 분들과 
토랜스 학생들을 우선시 해주신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새 학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성취하
고, 발전할 그 끝없는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기대됩니다! 

Tim Stowe, Ed.D. 
학교 교육감 

예산 내역: 
인증직 급여 

  

직원 베네핏 ....  

용품/자재 ....  

기타 운영 .......  

합계 .....................  

새로운 교육 위원회 관리 구역   
 2022년 4월에 교육 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At-Large 선거에서 관리 구역 
선거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관리 구역 C, D 및 E의 현
직 교육 위원회 위원이 반대 없이 출마하기 때문에, 11월에 TUSD 교육 위원
회 선거는 없을 것입니다. 무경쟁 선거는 TUSD가 약 $250,000을 절약하게 합
니다. 관리 구역 A와 B에 대한 다음 교육 위원회 선거는 2024년 11월에 실시
됩니다.

교육 위원회의 다음 임기 동안 기꺼이 일해주시기로 하신 위원회 
의장, James Han (관리 구역 C),  부의장, Dr. Jeremy Gerson 
(관리 구역 E), 그리고 위원, Betty Lieu님 (관리 구역 D)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TUSD 지역사회를 대신하여 
지속적인 리더십과 봉사를 해주시는 Clerk, Jasmine Park, 그
리고 위원, Dr. Anil Muhammed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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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교사 
양성하기 
토랜스 통합교육구는 우리의 교사 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단계를 밟고 있
습니다. 교사 자격 인증 위원회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의 보조
금을 사용하여, 우리는 미래의 교사를     
지원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상주 교사 프로그램은 현재 계획 단계에 
있으며 2023-24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됩니
다. Alder 교육 대학원 (Alder GSE)과    
협력하여, 우리는 참가자가 1년 안에 교
직 자격과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 및 교과 과정을 제공하며 궁극
적으로 TUSD의 잠재적인 교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참가자
들이 한 해 동안 우리 교실에서 집중적으
로 일하고 Alder GSE 과정을 수강할 때    
급료를 통해 지원합니다. 

모집은 이번 가을 시작됩니다! 교사
가 되고 싶은 학사 학위를 가진 개
인은 지금 지원하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lder GSE 웹사이트
를 방문하십시오: 
https://aldergse.edu/. 

High Levels of Learning for All Students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우리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겹의 보호 장치를 갖추며 대비
와 인식을 통해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 법안 T를 통과
시키기 위해 투표하여 학교   
안전 강화에 투자할 필요성을 
인식한 토랜스 커뮤니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학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교육구 내 모든 문에 '빠른 잠금"  
기능 설치

• 초인종/단일 진입점 시스템

• 비디오 감시 카메라
(교육구 전체 1600개 이상)

• 랩터 방문객 스크리닝 및 체크-인
시스템

• 학교 경계 강화를 위한 울타리 개선

• 연습 훈련: 화재, 지진 및 교정 침입
자(독성 공기 발생 시 훈련을 추가
할 것임)

현재 우리는 또한 비상 대응을 지원
하기 위해 호출 및 디지털시계/스크
롤 텍스트 기능을 포함하는 학교 차
원의 통신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학교 현장 안전 계획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토랜스
경찰 및 소방서(TPD/TFD)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이들은 또한 비상시 우
리의 카메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
습니다. 또한 TPD는 학교 관리자와 
협력하여 학교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교 자원
담당관을 제공합니다.  

훈련은 또한 학교의 모든 이가 안전 
조치 및 지침을 준비하고 인식하도
록 하는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교직
원은 비상 훈련 및 대응에 대해 TPD 
및 TFD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비상 대비에 대해 매년 교육을 받습
니다.   
추가로, 2018년에 우리는 Sandy 
Hook Promise와 협력하여 의심스러
운 행동이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학생 위협에 대한 익명 보
고에 관한 학생 교육을 제공했습니
다.

우리 학교는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이
가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게 되면, 말하기를 
모두에게 계속 상기시킵니다.



75년간   
학생들을 위해
일함  

ING

직업 기술교육에 중점을 둔 미래 
직업 기술 교육(CTE)은 학생들을 통합 학습 경험에 참여시킵니다. 학생들에게 
평생 학습 및 직업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학업 지식을 숙달할 기회가 주어집니
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우리의 CTE 프로그램은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기회
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학생 조직을 통해 경쟁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TE 경로에는 보건 과학, 공학, 지속 가능한 농업, 
패션 디자인, 컴퓨터 공학, 상업 사진, 연극 예술    
제작, 미디어, 요리 예술 및 기타 많은 연구 분야가 
포함됩니다. 올해 우리는 조기 아동 발달 및 공공 
안전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경로를 도입하여, 학생
들이 자신의 직업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발견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민 참여의 주 인장   
클래스 2022년은 시민 참여의 주 인장 (SSCE)을 획득한 최초의 학생들이
었습니다. SSCE를 받은 학생들은 성공적인 역사/사회 과학 과정    
수료, 학교 품행, 그리고 다음을 입증하는 시민 기반 프로젝트 및 발표
를 완료함으로써 시민 교육에서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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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정부의 기능과 관리에 대한 능숙한 이해.

•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루며 학생들이 시민의 필요 또는 문제를 파악하
고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하나 이상의 시민 참여 프로젝트(들)에 참여.

•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중도덕을 반영하는 성격특

성.

 2022년 5월, TUSD의 8명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전역의 고등학생들이 리차드 닉슨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캘리포니아

시민 학습 학생 공개 행사 및 시상식에

참석하여 발표하도록 선정되었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높은 수준의 시민 학습 관행과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민 참여의 주 인장을                                
받은 학생들 축하합니다!

ATIONS



발명가 마인드
올해의 STEAM 박람회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으며 
학생들이 TUSD가 주최한 첫 사우스 
베이 지역 발명 대회에 참여할 수 있
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발명 
대회는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강
조하여 학교에 발명 교육을 가져오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우스 베이 전역에서 참가한 압도적
인 학생 수에 더해, 지역 대회에서 온 
63명의 학생이 주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성과
로, 26명의 TUSD 학생들이 내셔널로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2022년 6월 미시간주 디어본에 있는 
헨리 포드 박물관에서 제7회 연례    
전국 발명 대회가 대면으로 개최되었
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은 자
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다른 학생들
이 발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
졌습니다. 우리는 두 명의 TUSD 학생
인 Violet Cummings와 Remi Martinez
가 국제무대에서 토랜스를 대표하여, 
세계 발명 대회에 참가했음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학생 개발 & 학습의 탁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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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교육으로의 접근
을 확장하는, 조기 대학 
프로그램  
노스 고등학교의 조기 대학 프로그램
은 이번 학년도에 70명의 학생으로 시
작됩니다. 엘카미노 대학 (ECC)과 협
력하여, 이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고등
학교 졸업 요건과 대학 코스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을 향한 과정
을 들을 기회뿐만 아니라 준학사
학위 또는 최대 2년의 학사 학위를 향
한 대학 학점을 취득할 기회를 얻습
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학생에게 완전히
무료이며 등록금과
책 비용을 대줍니다.
이 프로그램의 또 다른
면은 학생들이고등학교 운동 경기 및
과외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재된 유연성입니다. 조기 
대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여전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학업 및 
직업 목표를 향해 일할 수 있는 접근, 
기회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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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학교 

95%
졸업률 



토랜스 고등학교의 Don 
Lee 경기장   
토랜스 고등학교 여자 소프트볼팀은
이번 학년도에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종합운동장을 갖게 됩니다! 
교육위원회는 토랜스의 오랜 거주자
이자 지역 사회 지도자인 Don Lee의 
이름을 딴 시설명을 승인했습니다. 그
는 전 TUSD 교육 위원회 위원이자 전 
토랜스 시의원일 뿐만 아니라, 토랜스
커뮤니티를 위해 수십 년을 헌신한 전
토랜스 고등학교 Tartar입니다.  

Don Lee 경기장의 일부 기능에는
200명 이상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
는 좌석, 점수판 및 구내 매장을 위
한 영구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품질 라이브 스트리밍 게임을 위한
비디오 기능을 통합한, 야간 경기를
위한 최첨단 조명도 포함됩니다.  

E스포츠 토너먼트 고득점 

중고등학생들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e스포츠 시즌에 참가했습니다. E스포
츠는 봄에 League of Legends, Madden 
Football, Rocket League, Mario Kart, 
Splatoon, 그리고 Super Smash Brothers
를 포함한 팀 및 개인 대회로 시작되
었습니다. 4개 고등학교 모두 CIF 플
레이오프에 진출했고 하나는 주 결승
전까지 진출하여 Splatoon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든 중학교가 경쟁적
인 e스포츠 리그에 참가했으며 Mario 
Kart 및 Super Smash BBrothers
토너먼트로 첫 시즌을 마무리했습니
다.전통적인 학교 스포츠와 비슷하
게, e스포츠 연습과 대회는 오후에 학
교에서 열렸습니다. 성장하는 현상
인, 컴퓨터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
으며 다가올 학년도에도 e스포츠 팀
이 계속 확장하기를 바랍니다!

시즌 마무리,  

 고등학교 운동 

 2021-2022학년도의 두드러진 시즌을 
통해, TUSD 학생 운동 선수들은 팀워
크, 리더십 및 자부심과 같은 귀중한 
삶의 기술을 개발하면서 신체 경기에
서 뛰어났습니다.

이번 시즌은 농구, 육상, 배구와 레슬
링에서 CIF 챔피언십을 포함하여    
개인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팀
들의 뛰어난 성취로 마무리되었습니
다. 웨스트와 사우스 고등학교 크로스
컨트리 및 레슬링 팀은 권위 있는
스테이트 수준의 챔피언십과 그들의
뛰어난 시즌으로 높은 인정을 받았습
니다! 눈에 띄는 몇 가지 성취는 다음
과 같습니다: 

노스 고등학교 
여자 수영 - 200 및 400 자유형 계주팀 
CIF 파이널 자격 
여자 육상 - CIF 디비젼 3 4위 달성  

사우스 고등학교 
레슬링 - CIF Southern Section 디비젼 
4 챔피언 - 4회 연속 우승으로 레슬링
장악! 

토랜스 고등학교 
여자 배구 - CIF Southern Section 디비
젼 5 챔피언 그리고 CIF Southern 
California Regional 챔피언

소프트볼 - CIF Southern Section 
디비젼 2 파이널리스트 그리고 CIF 
Southern California 
Regional 파이널리스트

야구 - CIF Southern Section 
디비젼 2 파이널리스트

웨스트 고등학교

남자 크로스 컨추리 -  
CIF 디비젼 3 스테이트 챔피언 - 
2번째 스테이트 챔피언 달성!

여자 축구 - CIF Southern Section 
디비젼 3 파이널리스트 그리고 

CIF Southern California Regional 
챔피언 

스포츠 성취 & 지원 

팀워크와 리더십을 구축하는, 
새로운 중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일련의 방과 후 클리닉에 대한 공개  
활용을 특징으로 하는 강력한 중학교 
스포츠 프로그램이 작년에 시작되었
습니다. 학생들은 팀을 위한 공개 선발
심사에 참여했으며 농구, 크로스컨트
리, 축구, 육상 및 배구 대회 및 토너먼
트에서 학교를 대표할 수 있었습니다. 
“정오 리그” 그리고 corn-hole 토너먼
트와 같은 수업일 중 기회도 제공되었
습니다. 이러한 인기 있는 행사는 각 
학교에서 우정과 학교 정신을 강화시
킵니다. 

Katherine Castleberry - 교장, 링컨 초
등학교,  올해의 ACSA State 초등학교 
교장  
“토랜스 통합교육구에서 교직원과 학
생들의 요구 사항에 최선을 다하기 위
해 변함없는 헌신을 하는 관리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정말 영광이었습니
다. 우리가 공유하는 협력관계와 동료
애는 우리 각자를 고양시키며 우리 학
교 커뮤니티의 개선을 위해 우리가 부
지런히 일하도록 격려합니다.”

Richard Vazquez - 노스 고등학교 졸
업생, 구매 & 통신 서비스 책임자 
“TUSD 졸업생이자 이제 자랑스러운 
교직원으로서, 저는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평생 학습자를 양성하려
는 우리의 헌신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집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 사회에
서 훌륭한 학생들과 교사진을 섬기는 
것은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Remi Martinez - 3학년 학생
“저는 독서, 탐구 및 문제 해결과 같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
에 학교를 좋아합니다. 제 선생님은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십니
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사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