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의 생에 있어, 교육은 저로 하여금 초라한 시작을 극복하게 해준 위대한 균형 장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캘리포니아의                  

어린이들도 이같은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파나마에서 캘리포니아 산 호세로 이주해 온 이민자 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군인이였는데 베트남                 

전에 참전하였다가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아버지를만나보았습니다. 저의어머니는                

제가 6살때 돌아가셨고, 저는 사촌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이 사촌은 제가 그녀의 집 문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한번도본적이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는게힘들었고, 가난에서벗어나기위해공공지원프로그램에의지해야했지만, 저를길러준이훌륭한여성은제가훌륭한공공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으로 인해 저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학생회 회장이                    

되었으며, 사회 복지사가 되었고 12년간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 주 의회 의원으로서, 저는 교육 기금 개선 및 증액을 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습니다. 저의 법안으로 인해 수백만의                    

교도소 수감자가 학교로 장소를 이동했으며, 이중언어 교육 및 조기교육이 확대되고, 위탁 청소년이 대학 장학금을 수령하도록 하며,                

서류미비 아동이 의료 혜택을 보장받도록 하며, 추가로 40만명 학생이 무상 점심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하원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및 수학 교육 특별 위원회’ 의장으로서, 저는 직업 기술 교육 및 커리큘럼을 위한 기금을 증액하여 학생들이 21세기의                   

직업에 준비된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적으로 5위의 경제규모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학생당 기금지원에 있어 전국적으로 최하위 10위권 내에 있습니다.               

제가 공공교육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공공 교육에 대한 기금을 증액하여 우리의 공공 학교들을 전국에서 최고의 학교로 변모시키는                

일이 저의 최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공공 학교를 전국적으로 일등가는 교육기관을 만들기 위한 저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내 총기 사고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 우리의 공공 교육 시스템을 사립화하려는 도날드 트럼프와 벳시 드보스에 맞선 싸움을 이끌어감 

● 공공 교육 기금의 투명화를 확대하며 차터 스쿨의 책임소재를 확실시 함 

●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직업에 적합한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STEM 교육에 중점을 둔 21세기형 커리큘럼 조성 

● 영어 학습자 및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모든 능력 분류에 속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재다짐함  

● 성소수자 학생들을 교내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용적 학교 문화 조성  

●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학생들에게 단지 시험에 대비한 교육이 아닌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주입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함 

● 학업 성취도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조기 교육 및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다룸 

● 모든 학생들에 대하여 학교 기반의 신체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  

● 대학 진학 및 직업교육 과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접근가능하며 적정비용이 되도록 함 

● 아이들이 학교내 머물며 형사사법 시스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저는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낸시 팰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민권 운동의 아이콘 돌로레스 후에르타, 롭 본타 캘리포니아 주 하원                   

아시아 태평양 아일랜드 코커스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민주당,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교사, 간호원 및 소방관들의 공식 지지를 받게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11월 주 공공교육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토니 써몬드를 공공교육 교육감으로 2018’에 의해 지불됨. FPPC #1395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