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합니다! 

사라토가 교육재단(SEF)에서 모든 가족분들께  

따뜻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사라토가에 거주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탁월한 공립학교 시스템 때문일 것입니다. 

Argonaut 초등학교와 Redwood 

중학교는 2018년도 National Blue Ribbon Schools 

로 선정되었습니다!1 사라토가는 우수한 학군은 

물론이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 그리고 “가장 

안전한 도시 3”로도 손꼽혀 왔습니다. 

SEF는, 해마다 사라토가 유니온 스쿨 

디스트릭트(SUSD) 교육 커리큘럼 유지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학군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SEF는 100% 순수한 자원 봉사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기부와 봉사는 우리 학교를 위해 우리가 

공유하는 비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서 미술, 음악, 체육, 도서관, 과학 기술 같은 

가치있는 주제와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도움을 주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학군의 모든 

학생은 매일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https://www.saratogausd.org/cms/lib/CA01902749/Centricity/Doma
in/4/2018%20Blue%20Ribbon%20Schools%20Announcement.pdf   
2 https://www.homesnacks.net/best-places-to-live-in-california-
121976/  
3 https://backgroundchecks.org/50-safest-cities-in-california-2016.html  

부족한 교육 예산 보충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들은 지역, 주, 연방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금의 

일부는 특정 그룹의 학생들(저소득 가정 자녀, 

영어를 배워야 하는 학생, 장애 학생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 외 대부분의 자금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4 

사라토가 유니온 스쿨 디스트릭트 (SUSD)는 기본 

지원(Basic Aid) 학군이므로 지역 재산세, 주, 연방, 

기타 지역 자금원(parcel taxes 등)에서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SUSD가 여러분의 재산세를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징수하는 

재산세의 일부를 교부받는 것입니다. 

SUSD가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지원 받는 자금은 

교사 급여, 건물 수리, 장비 신규 구입 및 유지 보수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게다가 특정 

프로그램을 위해 책정된 자금은 우선 순위를 두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책정 및 

집행의 제한으로 인해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자금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원래 SUSD는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 체육 등의 프로그램 

조차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매년 

$800,000 - $1,200,000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SEF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당 $1,000 의 기부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금액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기부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회사 매칭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https://www.saratogausd.org/site/Default.aspx?PageID=519  

 

우리의 미션: 

탁월한 우리 학교 만들기 
 
사라토가 교육재단(SEF)은 30여년 전 주 정부의 

교육 예산이 극심하게 삭감되어 우리 공동체가 

기대하는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어렵게 된 것을 우려한 

부모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래로 SEF는 대다수의 사라토가 주민이 

기대하는 교육 수준에 부합하는 예산과 공공 재정 

(정부 지원 기금, 재산세, 교육 채권 등)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다른 우수한 학군들도 교육의 

탁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SEF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사라토가 유니온 스쿨 

디스트릭트 (SUSD)에 속한 Argonaut 초등학교, 

Foothill 초등학교, Saratoga 초등학교, Redwood 

중학교의 TK – 8학년에 모두 유익하게 

사용됩니다. 

 

지금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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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함께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기부와 자원 봉사를 통해 여러분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SEF는 학부모 여러분의 자원 

봉사로만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새로 단장된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f-ca.org/  

 

회사 매칭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https://sef-ca.org/matching/  

 

SEF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봉사 활동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 게시됩니다. 
 https://sef-ca.org/volunteer-opportunities/  

 

SEF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내용을 참조 

하시기바랍니다.  
www.saratogausd.org/sef  

 
 
 

 
 
 

 

 
Saratoga Education Foundation 

P.O. Box 2392 
Saratoga, CA 95070 

Email: info@sef-ca.org  
Phone: 408-867-3424 

 
EIN: 94-2853969 

 
모든 기부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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