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엘에이 지역 가정을 
후원하고, 가정이 어린 
자녀들의 우수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안내서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프리스쿨 교육

로스엔젤레스 프리스쿨 옹호 연합 

(Los Angeles Preschool Advocacy 
Initiative Coalition)은 지원이 

충분치 않은 지역에서 우수한 

영유아 보육 및 프리스쿨 교육 

프로그램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연합 회원 

단체들은 출생부터 다섯살까지의 

영유아 보육과 아동 발달의 필요성을 

다루는 여러 노력들을 후원합니다.

그림: 칼로스 차베즈 (Carlos Chavez)
디자인: 로빈 하트 (Robyn Hartt)
번역: PALS for Health

(213) 484-2870  |  www.familiesinschools.org  |  1545 Wilshire Blvd. Suite 811  |  Los Angeles, CA 90017

협력기관                                    후원기관

제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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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관련 의원 및 공무원을 찾는 방법

www.leginfo.ca.gov/yourleg.html 를 방문하여 귀하의 
거주지역 우편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지역의 주 상원의원  
또는 주 하원의원을 찾으십시오.

www.congress.org 를 방문하여 귀하 거주지의 우편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지역의 연방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을 
찾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역 도서관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기사무소 (Registrar’s Office)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1-800-481-8683). 

정책 결정자와의 보다 알찬 면담을 위한 팁:
•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 감사 카드를 보내세요.
• 귀하의 연락처를 남기세요.
• 해당 정책 결정권자와 연락을 지속 하세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린이 
집과 프리스쿨을 
알아 보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을 
식별 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십시오.

우수한 
프로그램의 
시급한 필요성에 
대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누십시오.

정책 
관계자들에게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하여 엘에이 
지역에 보다 많은 
아동을 위한 
시설과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리십시오. 
민선 공직자들은 
여러분에게서 
듣는 정보를 
토대로 정책의 
방향을 잡습니다.

1 2 3 4 5

민선 공직자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하여 안내책자를  

이들과 직원들에게  

전달 하십시오.

다음의 민선 공직자 및 정책 

관계자들은 엘에이 카운티내의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급:  

미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주 정부급: 

주 교육감, 주지사, 주 서기관,  

주 상원의원 및 주 하원의원

지역 급: 

지역 및 카운티 교육위원회,  

시의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감독관회의, 각 시의 시장들

모든 아동들을 
위한 우수 교육을 
옹호하기 위해 
결성된 지역 
단체, 학부모 
단체등에 가입 
하거나, 친구, 
지인과 함께 
그런 모임을 
만드십시오.

학부모와 

가정이 함께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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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7

학년도에  

3만 3천명에 가까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중퇴 하였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성공을 위하여
우수한 영유아 보육 및 프리스쿨 교육을 받은 어린이는 풍부한 언어 환경에 노출되어,  
읽기와 수학을 더 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을 –- 따라서 성인이 되어  
소득이 더 많을 --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양질의 프리스쿨 교육이 고등학교 졸업률을 44%까지나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ww.fightcrime.org/ca/dropout/CA_Dropout_Report.pdf

경제적 

영향 

로스앤젤레스 지역사회는 모든 
어린이를 위한 우수한 영유아 
보육 및 프리스쿨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프리스쿨 업계는 경제적으로 
연간 19억 달러를 창출하며,  
6만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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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민족배경으로 합산된 자료. **  (분류: 고급, 중급, 초급, 초급미달, 초급미달수준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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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 

카운티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의 34%만이 

가주 표준학력시험에서  

영어 구사 능력 중급  

이상 평가를  

받았습니다.

배움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L.A. County 인종별 학교 중퇴율
자료 출처: 가주 교육국 (California Dept. of Education),  
2006-07년, 4년간의 조정 자료에서 추출한 비율

영어 시험에서 중급 등급을 받은 엘에이 카운티 
초등학교 3학년생의 인종별 백분율**
자료 출처: 가주 교육국 (California Dept. of Education),  
2007년, 가주 표준학력시험 (CST)

 백인 아시안* 아프리칸- 라티노 영어 저소득층
   아메리칸  학습자

 백인 아시안* 아프리칸- 라티노 영어 저소득층
   아메리칸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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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삶은 자녀의 두뇌가 인생의 어느 때 

보다도 놀라운 배움의 능력을 지닌 출생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생후부터 5세까지, 아이의 두뇌는 

접하는 모든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배우며 정보를 

흡수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처음이자 일생 동안의 선생님입니다. 

숨바꼭질 놀이, 잠 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은 일상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두뇌를 

자극하고 발달시켜, 아이들의 평생 학습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늘 시간을 내고 

싶어 하지만, 직장의 업무 또는 다른 중요한 

일들 때문에 항상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린이 집, 프리스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자녀들의 발달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아 교육에  

적극 참여한 경우, 

자녀는 독해력이  

더 좋아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양질의 프리스쿨 교육을  

받은 아동이 입학 후 읽기, 

철자법, 그리고 수학에  

더 좋은 성적을  

냅니다.

아동 두뇌 
발육의 

85%가 
출생 후 5세까지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양질의 프리스쿨 교육을 받은  

아동이 보다 나은 언어 구사능력,  

이해력 및 사회 적응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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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프로그램은 자녀의 어휘 및 예비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 

쓰는 언어에 기초하여 영어 구사에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자녀를 어떤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기 전에 프리스쿨 또는 학교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 하십시오:

•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학습 발달여부

• 부모들이 아동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으로 여겨지는지의 여부

• 교사들이 학생의 언어와 어휘 발달에 중점을 두는지의 여부

•  교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한 교직원 교육에 

대한 지원 여부

• 학교 시설의 환경, 안전 및 보건, 위생

프리스쿨에서는 독해, 수학 예비 학습 및 사회 적응 능력 훈련에 촛점을 두며 

어린이들의 취학 준비를 돕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커뮤니티의 경제와 

사회 생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우수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며, 또한 장래의 교육 및 사회적 성공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우수한 영유아 보육 및 프리스쿨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양질의 프리스쿨 교육을  

받은 아동이 입학 후 읽기, 

철자법, 그리고 수학에  

더 좋은 성적을  

냅니다.

자녀가 엘에이 통합 취학아동 

명단 (Los Angeles Centralized 

Eligibility List)에 올려질 수 있는지, 

자료 및 소개기관 (Resource & Referral 
Agency)의 전화 1-800-543-7793 

으로 문의 하십시오.

세살이 되면 풍부한 언어  

환경에 노출된 어린이는  

1,100개 단어에 이르는  

어휘를 구사 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이는 불과 500개 정도의 

단어만을 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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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계자 및 사회 지도자들은 영유아 보육 그리고  

프리스쿨 교육의 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 A parent’s 
testimonial will 
go here talking 
about the 
difficulties of 
finding quality 
child care. “ 

  –Parent Name

가족을 위한 정보 자료

유아 보육 자료 및 소개 기관 (가나다 순):

멕시칸 아메리칸 기회 재단  
(Mexican American Opportunity Foundation): (323) 890-1555

어린이 데이케어 자료 센터  
(Child Care Resource Center Inc.): (800) 464-9970

어린이 데이케어 정보 센터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626) 449-8221

어린이 커넥션 (Connections for Children): (888) 922-4453

어린이 홈 소사이어티 (엘에이 지역)  
(Children’s Home Society): (562) 256-7490

옵션 – 어린이 케어 및 인적 서비스 기관 (Options – A Child Care &  
Human Services Agency): (626) 856-5900 or (562) 945-2635 

커뮤니티 가족 서비스 센터  
(Center for Community & Family Services): (310) 217-2935

크리스탈 스테어 (Crystal Stairs, Inc.): (888) KIDS-247

패스웨이 (Pathways): (213) 427-2700

자녀가 엘에이 통합 취학아동 

명단 (Los Angeles Centralized 

Eligibility List)에 올려질 수 있는지, 

자료 및 소개기관 (Resource & Referral 
Agency)의 전화 1-800-543-7793 

으로 문의 하십시오.

자료 및 소개기관  
(Resource & Referral Agency):
1-800-543-7793 
www.rrnetwork.or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첫 5년 엘에이 부모 도움전화  
(First 5 L.A. Parent Helpline):
1-888-FIRST-5-LA 
1-888-347-785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1 L.A. County
(2-1-1을 누르십시오)

 L.A. 유니버살 프리스쿨 
(Universal Preschool)
1-866-581-LAUP (5287) 
www.laup.ne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엘에이 카운티 유아 보육과  
(County Office of Child Care):
www.childcare.lacounty.gov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COE 해드 스타트 프리스쿨-K 키드 
라인 (Head Start-State Preschool 
Pre-K Kid Line): 1-877-PRE-K-KID
(1-877-773-5543)

귀하의 지역내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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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계자 및 사회 지도자들은 영유아 보육 그리고  

프리스쿨 교육의 효과를 알아야 합니다.

정책 관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보육과 프리스쿨 교육 관련 내용을 입법 우선 사항으로 삼기.

2. 질 높은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을 늘리고 재정적 투자.

3.  우수한 프리스쿨 교육이 가져오는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유권자들 

및 공무원들과 이 책자를 공유.

“활기차고 건강한 로스엔젤레스를 만들기 위해, 

부모, 가정, 정책 관계자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 해야 합니다.”
– 안토니오 허낸데즈 (Antonia Hernández), 재단장

가주 커뮤니티 재단 (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 

엘에이 프리스쿨 옹호 연합 (THE LOS ANGELES PRESCHOOL ADVOCACY INITIATIVE COALITION)

본 연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지합니다:
• 기존의 영유아 보육 및 프리스쿨 교육 시설 기반을 발전 시킵니다
• 우수한  영유아 보육 및 프리스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니다
• 이러한 프로그램에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 연구조사에 의한 가장 효과적인 언어 발달 과정을 지원합니다

LAPAI 원칙에 대한 전 목록을 보시려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calfund.org/pub_
documents/LosAngelesPreschoolAdvocacyCoalitionPolicyPrinciples.pdf

본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주 커뮤니티 재단(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 으로 
연락하십시오: (213) 413-4130, 교환번호 402, www.calfund.org/learn/lapai.php

•  어드밴스먼트 프로젝트 (Advancement Project): 
www.advanceproj.org

• 퍼스트 파이브 엘에이 (First 5 L.A.): www.first5la.org
•  엘에이 카운티 아동보육과 (Los Angeles County Office 

of Child Care): www.childcare.lacounty.gov
•  로스엔젤레스 유니버살 프리스쿨 (Los Angeles 

Universal Preschool (LAUP)): www.laup.net
•  프리스쿨 캘리포니아 (Preschool California): 

www.preschoolcalifornia.org

엘에이 카운티내  

4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배정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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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start
www.jstart.org

Long Beach Day Nursery
www.lbdn.org

Los Angeles Chamber of 
Commerce 
http://www.lachamber.com

Los Angeles County Child Care Policy 
Committee, Office of Child Care
www.childcare.lacounty.gov 

Los Angeles County Policy Roundtable for 
Child Care / County of Los Angeles Child
Care Planning Committee
www.childcare.lacounty.gov

L.A. County Children’s Planning Council
www.childrensplanningcouncil.org

Los Angeles County Office of Education
www.lacoe.edu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www.lausd.net

Los Angeles Universal Preschool (LAUP)
www.laup.net

Low Income Investment Fund
http://www.liifund.org/ 

Loyola Marymount University
www.lmu.edu

Mexic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al Fund (MALDEF)
www.maldef.org

National Council for La Raza (NCLR)
www.nclr.org 

Preschool California
www.preschoolcalifornia.org

Proyecto Pastoral at Dolores Mission
www.proyectopastoral.org 

Public Counsel Law Center
www.publiccounsel.org

Teach for America, Los Angeles  
www.teachforamerica.org

Urban Education Partnership
www.urbanedpartnership.org 

Zero to Three
www.zerotothree.org

모든 아이들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는 엘에이 지역 가정을 
후원하고, 가정이 어린 
자녀들의 우수한 보육 및 교육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림: 칼로스 차베즈 (Carlos Chavez)
디자인: 로빈 하트 (Robyn Hartt)
번역: PALS for Health

(213) 484-2870  |  www.familiesinschools.org  |  1545 Wilshire Blvd. Suite 811  |  Los Angeles, CA 90017

번역을 지원해 주신 아래의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가나다 순): 아시아 태평양 
커뮤니티 액션 넷웍 (Asian 
and Pacific Islanders 
California Action Network 
(APIsCAN)), 한인 청소년 
회관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C O A L I T I O N  M E M B E R S
Advancement Project
www.advanceproj.org

Alliance for a Better Community 
www.afabc.org

Asian and Pacific Islanders California

Action Network (APIsCAN)
www.apiscan.org

California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CAEYC)
www.caeyc.org 

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
www.calfund.org 

California Federation of Teachers
www.cft.org

Californians Together
www.californianstogether.org

California Strategies
www.calstrat.com 

Child Care Alliance of Los Angeles
www.ccala.net 

Children Now
www.childrennow.org

Child Development Consortium of L.A.
www.cdcla.org 

City of Long Beach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www.longbeach.gov/health/ 

Congressman Becerra’s Office
http://becerra.house.gov/ 

Crystal Stairs, Inc.
www.crystalstairs.org

East Los Angeles College
www.elac.cc.ca.us

Families in Schools
www.familiesinschools.org 

Fight Crime: Invest in Kids California
www.fightcrime.org/ca

First 5 LA
www.first5la.org

Holy Trinity Child Care Center 

Hope Street Family Center
www.healthychild.ucla.edu/HopeStreetFamilyCenter.asp

To order additional copies of the toolkit, 
please contact Families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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