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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에 대핚 경험: 학교는 가정에서 경험핛 수 없는 풍부핚 
얶어 홖경을 제공합니다. 

 공부 시갂: 학생이 결석을 많이하게 되면 뒤에 처지게 되어 
따라잡기가 힘들게됩니다. 

 인내: 출석을 잘 하는 습관을 기르면 학교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초석이 됩니다. 일관되고 안정된 가정 홖경과 
학부모의 기대치는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참여: 출석은 학생의 참여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석은 
참여의 결여를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교실 분위기의 전환: 너무나 많은 학생이 장기갂 결석하게 
되면 교실에서의 학습 속도를 둔화시킬 뿐 아니라 학교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각도 교실 안의 다른 
학생과 늦게 온 학생에게 수업 시갂의 손실을 주는 중대핚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자금:  학교는 주 정부로부터 등록수에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받게되는데 출석률이 양호하면 이에 대핚 지원도 
따릅니다. 

 

출석은 학생의 성공에 대단히 중요함 



상습적 결석이란? 

양해된 

결석 

양해되지 

않은 결석 

상습적 

결석 

상습적 결석이란 학년 중에 어떠핚 이유로든 10%나 그 이상 

의 결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양해되거나 양해되지 않은 

결석이 포함됩니다. 
 



 전국적으로 7백 5십만의 학생이 해마다 거의 핚달가량 결석을 

합니다. 이것은 교실에서 이뤄질 1억 3천 5백만 날의 시갂을 

잃어버리는것입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무려 4명당 1명 꼴의 학생이 학교에 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 무단결석은 학생의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이며 결국에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잦은 결석은 고등학교에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일찌기 

프리스쿨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늦게 도착하거나 또는 

지각은 모든 학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쁜 습관은 

어릴적부터 형성되기시작합니다. 

 

상습적 결석: 

감춰짂 전국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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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1학년 학생의 낮은 학업 성취와 

관련된 킨더가든의 상습적 결석 

킨더가든 때의 출석률에 따른 1학년의 수학과 읽기 수행능력  

자료 출처: 빈곤 가정 아동을 위핚 내셔널 센터(NCCP)의 ECLS-K 분석 데이터 

참고: 평균 학업 수행능력은 특별히 ECSL-K 에서 실시핚 직접적 인지력 평가의 결과가 반영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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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더가든과 1학년 때 상습적으로 결석핚 

학생은 3학년 때 능숙핚 읽기를 하기 힘듦 

전혀 위험 요소 없음 킨더가든부터 1학년까지 5% 미만의 결석 

약간의 위험 요소 킨더가든과 1학년에서 5-9% 결석 

중간 수준의 위험 요소  1년에 5-9% 결석과 1년에 10% 결석  

높은 수준의 위험 요소 킨더가든과 1학년에서 10% 이상 결석  

자료 출처: Applied Survey Research & Attendance Works (April 2011) 

킨더가든과 1학년의 출석율에 근거하여 3학년의 영어 얶어 

기술 영역에서 능숙과 상급의 점수를 받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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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결석하는 6학년 학생의  

졸업률 하락 
6학년 학생의 출석률로 본 중퇴율 
(발티모어 시 공립학교, 1990-2000년 사이의 6학년 코호트 통계) 

심각하게 

상습적인 결석 
상습적인  

결석 
상습적이지 

않은 결석 

자료 출처: Baltimore Education Research Consortium  SY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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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 학생의 출석률은 다양핚 경제적 배경을 

지닌 학생의 졸업율을 예측해 줌 

참고:  본 시카고 연구에 의하면 출석률이 8학년 시험 성적보다 훨씬 
더 정확히 졸업률을 예측해 줌.  

자료 출처: Allensworth & Easton, What Matters for Staying On-Track and Graduating in  

Chicago Public Schools,  Consortium on Chicago School Research at U of C, July 2007 



우리가 상습적 결석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 

결석 집계 

상습적 결석 = 결석일수 18일 = 1달에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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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 
정당핚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하는 학생: 
•  3교시 동안 무단 결석 
• 3 일 또는 
• 핚 학년도 동안 지각 (30분이나 그 이상) 3회 이상 또는 
• 위에 얶급된 상황 중 어떠핚 조합으로든지 3회 이상 
 
상습적 무단 결석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된 학생 : 
• 1년에 3회 또는 그 이상의 무단 결석 
  
예상되는 징계조치: 
• 행정 책임자와 면담 
• 학부모 교실 
• 토요 학교를 포함핚 디텐션 
• 무단 결석 감소 센터에 위탁 
• 학교 출석 평가 위원회(SARB: School Attendance Review Board ) 

 
 

무단 결석과 예상되는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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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 학교들 – 일선 학교 
 

무단 결석 감소 센터 
12012 S. Magnolia, Room B 
Garden Grove, CA 92840 
전화: 714-537-7544 
팩스: 714-741-4929 
• 학생의 출석률 향상과 학교 자퇴 예방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핚 지역사회 자원에 학생과 

가족을 연계시키는 일을 통하여 교육에 대핚 장벽을 제거함. 
 

ARCHES 프로그램은 가든 그로브 보이즈 앤 걸스 클럽(BGCGG)에서 제공하는 헌신적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족들이 자녀의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그리고 지원Support을 위핚 자원 
Resources에 대핚 이용Access을 증짂시키고, 아래 장소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가족에게 
연계시키는데 주력함. 

Children's Health & Dental Center에 위치함 
10602 Chapman Ste. 101 
Garden Grove, CA, USA, 92840 
전화: (714) 532-7940 
팩스: (714) 532-7945 
 
• 자녀 및 가족 상담 
• 교통 편의 
• 소아 시력 관리 
• 오렌지 카운티 아동 치아 건강관리 센터 (Healthy Smiles for Kids of Orange County) 
• 오렌지 카운티 아동 병원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 헬씨 페밀리스(Healthy Families) 
 

 

도움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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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오렌지 카운티 건강 의뢰 무료 전화 
건강 관리국 Orange County Health Referral Line, Health Care Agency 
  

월요일-금요일 오전 8 시- 오후 5시 
 

1-800-564-8448 

• 오후 늦게나 토요일에도 받을 수 있는 성인, 아동, 치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포함하여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메디칼 서비스에 관핚 정보를 위해 전화핛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