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교육위원으로
출마하십시오

커뮤니티 및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부모님들께 뉴욕시 학교들을 위한 각종 정책과 의견을 직접 내실 수
있습니다. 교육감에게 조언을 하고 학군 수퍼인텐던트와 직접 일하며 학군 교육 프로그램 및 필요를
검토하는 등 32 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와 4 개의 뉴욕시 교육 위원회는 교육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장 좋은 공립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CEC)
CEC 는 학부모님들에게 학군 수준에서 교육에 영향을 줄 기회를 제공합니다. 투표권을 지닌 11 명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9 명의 선출된 유아원-8 학년 학생의 부모(영어학습학생의 부모 및 IEP 학생의
부모 포함), 2 명의 보로장 지명자

뉴욕시 교육 위원회
뉴욕시 위원회는 학부모님들에게 특정 학생 그룹에 대한 교육 정책을 계획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CEC 와 마찬가지로 이들 위원회 역시 각 11 명의 투표권을 지닌 위원들 (선출된 학부모 9 명, 지명자
2 명)으로 구성되며,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만 구성원이 13 명(선출된 학부모 10 명, 지명자 3 명)으로
예외입니다.

각 위원회에는 1 명의 투표권이 없는 고등학교 학생이 포함됩니다.

4 개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

뉴욕시
뉴욕시
뉴욕시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CCHS)
특수교육 위원회(CCSE)
영어학습학생 위원회(CCELL)
75 학군 위원회(CCD75)

교육 위원회 선거
교육 위원회 선거는 뉴욕주 법에서 규정한 규칙에 따라 2 년마다 실시됩니다. 출마 신청은
2019 년 2 월 14 일부터 입니다. 출마 자격 및 캠페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ru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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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여러분 같은
학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교육 위원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커뮤니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차터스쿨이 아닌 공립학교 유아원-8 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해당 학군의
CEC 에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고등학교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차터스쿨이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학교가 위치한
보로를 대표하여 CCHS 에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영어학습학생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중언어 또는 ESL 프로그램에 현재 또는 지난 2 년내에 속한 영어학습학생의 부모님이라면…
CCELL 에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특수교육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뉴욕시 교육청에서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고 있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IEP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CCSE 에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제 75 학군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제 75 학군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이라면… CCD75 에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 공직자나 교육청 직원, 교육정책패널 구성원이거나 교육위원회, PA/PTA, SLT, 회장단에서
방출된 적이 있거나 특정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교육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출마 자격은 언제 결정됩니까?
출마 자격은 교육위원 후보 출마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면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Elections2019@schools.nyc.gov
2019 선거 관련 주요 일정
2월
3월
3월
5월
5월

14 일- 3 월 6 일: 위원회 출마 신청
19 일: 후보자 컨퍼런스
25 일 - 5 월 1 일: 후보자 포럼 참가
2 일 - 5 월 14 일: PA/PTA 임원 온라인 투표
21 일: 선거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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