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To.LAUSD.net 를 방문하세요  

매그넷 프로그램 

교통편 허가 

다중언어 다중문화 프로그램  

고등 교육 학교 

입학조건 학교 

부속 차터스쿨 



L.A. 통합 교육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의 필요와 관심분야는 다르기에, 누구에게나 다 맞는 

규모는 없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커뮤니티는 다양하고 

다양성을 포옹하는 반면에, 우리는 교육적 접근 및 우수함에서 공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에 있어, L.A. 통합 교육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매그넷, 교통편 허가, 고등 교육 학교, 

입학 조건 학교 및 부속 차터스쿨을 포함하여 수많은 뛰어난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023-24 초이스 브로셔 및 신청서의 경우 모든 학생, 과도기 유치원 

학생, 영어 학습자 및 영재 학생을 포함한 확장된 학습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관심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함으로써, 학생의 일반적 성공을 촉진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초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녀의 열정을 발견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Alberto M. Carvalho 드림 

총장 

방문하세요: 

GoTo.LAUSD.net 

 

 

정시 신청서 지원 기간 

2022 년 10 월 3 일- 11 월 18 일 

신청서 후기 지원 기간 

오픈 2023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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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허가 (PWT)

  

 

   

 

   

 

   

 

   

 

   

초이스 통지문 



10월/11월  
정시 신청서 접수 기간 

전체 지원자 제가 무엇을 알아봐야 하나요? 

 ◼ https://GoTo.LAUSD.net을 방문하셔서 초이스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해당될 경우, 프로그램 자격 요건 및 지원 안내를 검토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제출하기 전에 신청서 내용에 오류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학생/학부모 정보가 정확한 최근 정보인지 학교에서 확인합니다. 

 ◼ 2022년 11월 18일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소인) 

선발 프로그램에 한함  영재매그넷/특수영재 매그넷/SAS 확인 

 
영재매그넷/ 

특수영재 매그넷 

    

SAS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영재매그넷 또는 고등교육학교 (SAS)에 신청하고 교육구가 아닌 학교 (사립학교, 독립차터학교)에 등록할 경우,2022년 11월 18일 마감일까지 출석 학교에서 

자격증명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소인) (주의: 로스엔젤레스 통합교육구 학교 및 시티 오브 앤젤스의 온라인 수업에 현재 등록된 

영재매그넷/SAS 신청자는 자격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접수받고 나면, 2023년 1월에 자동으로 교육구 확인절차로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12월  확인/수정 알림 

전체 지원자 제가 무엇을 알아봐야 하나요? 

 ◼ 신청서 내용 상 오류 

 ◼ 해당되는 경우 매그넷 우선 점수 (정보는 19쪽을 보십시오) 

 ◼ 형제자매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편지에 기재된 마감일까지 수정합니다. 

2월  프로그램 자격조건 알림 

선발 프로그램에 한함 제가 무엇을 알아봐야 하나요?  

선발 프로그램에 한함 

 영재매그넷 

/특수영재 매그넷 

   
 

 

SAS 
  

 
 

 

ACS 

  

  

 

◼ 자격조건 – 신청서에서 선발절차로 진행합니다. 

◼ 실격 – 실격된 초이스마다 프로그램 신청서는 실격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조치 불필요  

◼ 자격요건은 선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월  선정/대기자 명단 알림 

전체 지원자 제가 무엇을 알아봐야 하나요?  

 ◼ 상태 - 선정됨 또는 대기자 명단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선정됨- 마감일까지 수락/거부를 온라인에서 하거나 학교에 연락합니다. Accept/decline online or contact the school by the deadline. 무응답은 거절로 여깁니다. 모든 거절은 

최종적입니다. 

 ◼ 대기자 명단 – 조치 불필요. 자리가 나게 되면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후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보는, 6쪽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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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신청인은 미국 

우편으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인은 온라인 

계정으로 편지를 받게 됩니다. 

https://goto.lausd.net/


초이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각 초이스 프로그램마다 고유한 선발과정이 있습니다. 정보는 다음 섹션을 보십시오: 

    매그넷 프로그램    고등교육학교 

     

  교통편 허가    입학기준 학교  

     

  다중언어 다중문화 프로그램     부속 차터스쿨  

 

◼ 신청서 하나로 1개 또는 1개 이상의 초이스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에 앞서, 학교에 연락하여 학교 오리엔테이션 미팅,견학, 교복 규정, 버스 노선정보 (해당 시) 및 관련 정보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지원에 앞서, 학부모/보호자는 해당 시, 프로그램 자격 조건 및 확인 절차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 만약 자녀가 전년도 대기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거나, 다른 초이스 프로그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자녀가 졸업 예정자인 경우 (예: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지원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만약 자녀가 현재 초이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자 할 경우 지원서를 새로 작성하지 마십시오. 

  

◼ 복수-출생 지원자 (예: 쌍둥이, 세 쌍둥이)의 경우 반드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한 학년의 동일한 프로그램 (선택 1순위에 한함)에 지원하는 경우에만 

초이스 프로그램 선정 절차에 연속 배정이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가 해당 학교를 중퇴하였거나 졸업한 경우, 또는 금년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형재자매 우선순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지원 시기에 반드시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마감일까지 형제자매가 현재 재학중인 L.A. 통합 교육구의 시스템 상 동일한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 형제자매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는, 학부모/보호자가 초이스 프로그램 신청서에 각 형제자매 정보를 작성하고 지원 계정에 모든 형제자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현재 지원하는 학교/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에게 형제자매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 3월 중순에 학부모/보호자는 선발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선발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선발자 확인/대기자 명단 통지문에 고지된 마감 기한 내에 

수락 또는 거절 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학부모/보호자의 회신을 받지 않을 경우 선발 결과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거절은 최종적입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지원자 선발 통지문에 고지된 마감일까지 본인의 apply.lausd.net계정에 로그인하거나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수락 또는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초이스 배정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수락 가능합니다. 현재 초이스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학생이 다른 초이스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선정되어 이를 수락하면, 현재 재학 

중인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적으로 제적 처리됩니다.  

  

◼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선택 1순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한하여 대기자로 등재됩니다. 자녀의 이름은 귀하가 다른 프로그램의 선발결과를 수락 또는 

거절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기자 명단에 남아있게 됩니다. 부속 차터 스쿨 프로그램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서에 기재한 각 부속 차터 

스쿨의 대기자 명단에 등재됩니다.  

  

◼ 대기자 명단에 등재된 학생은 등록 정원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해당 학교의 담당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선발 절차에서 신청서를 취소하고 싶으면, ApplyforSchools@lausd.net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23년 1월 20일까지 다음 주소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Unified Enrollment, P.O. Box 513307, Los Angeles, CA 90051. 

  

◼ 온라인 초이스 신청서는 2022 년 11월 18일까지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학생이 초이스 프로그램 정시 모집 시기에 초이스 지원서를 복수로 제출하는 경우, 최초 접수한 지원서만 유효하며, 이 후 제출한 지원서는 모두 무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초이스 브로셔와 서류 신청서는 온라인  goto.lausd.net 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교나 사무실에 있습니다.  

 

 

mailto:ApplyforSchools@laus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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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유치원, 유치원, 1학년 프로그램 지원자 

 

캘리포니아 교육법 제 46300항, 제48000항, 제48010항 및 상원 법안 제 1381호에 의거하여, 자녀가 9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만 5세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는 학생은 9월1일까지 만 5세가 되어야 하며, 1학년 입학생은 9월 1일까지 만 6세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초이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입학 연령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학생이 배정받은 현재 학년과 관계없이 입학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모든 학년 배정 관련 결정은 등록하는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초이스 브로셔에 과도기 유치원 수업들을 제공하는 초이스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과도기 유치원, 유치원, 또는 1학년 입학에 앞서, 학부모/보호자는 자녀가 법에 따라 최소 입학 연령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를 

위조하는 경우 지원자가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원서를 정확하게 작성 완료하는 것은 학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초이스 프로그램 후기 모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정시 모집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후기 모집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보호자는 희망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후기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별로 후기 모집 지원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후기 지원서는 https://apply.lausd.net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다음 주소로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Unified Enrollment, P.O. Box 513307, Los Angeles, CA 90051 

 

 

◼ 교통편 허가 (PWT)의 경우 후기 모집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 후기 모집 지원서는 점수, 선호도, 또는 우선 순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후기 지원서는, 해당 시, 해당 학교의 대기자 명단 맨 마지막으로 추가되며, 학교에서는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해당 학교의 담당자는 등록 정원 

공석이 생기면 학부모/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학부모/보호자에게 1학기 4번 째 주 또는 2학기 2번 째 주까지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예외: 

이중언어 교육 및 부속 차터 스쿨 지원자의 경우, 지원한 학년이 종강할 때까지 대기자 명단에 남아있게 됩니다. 

 

 

◼ 후기 지원서는 정시 지원 철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 기간에 지원하여 해당 학교 대기자 명단에 등재된 경우, 동일한 프로그램에 후기 지원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영재/특수영재 매그넷 프로그램 및 고등고육학교 (SAS) 프로그램의 후기 모집 지원자의 경우 지원 시 반드시 프로그램 별 필수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하나, 

자격 검증은 해당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 집니다. 후기 지원자의 자격요건검증 양식은, 해당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등록 정원 공석을 통지한 때에 

선택한 학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위해 https://echoices.lausd.net.을 방문하세요. 

 
 
 
 
 
 
 
 
 
 
 
 
 
 
 
 
 
 
 
 
 
 
 

 

GENERAL APPLICATION GUIDLINES |   



영재/특수영재 매그넷 프로그램 및 고등교육학교 지원자 선발 기준 
현재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원자 전체: A, B 그리고 C 항을 필독하십시오. 사립학교, 독립 차터 스쿨,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외 

지역 지원 전체: A, B 그리고 D 항을 필독하십시오.  홈스쿨 지원자 전체: A, B 그리고 E 항을 필독하십시오. 

 

지원서 제출에 앞서, 아래 명시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서를 정확하게 작성 완료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까지 선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서는 선발 기준 절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항: 영재 매그넷 프로그램 및 고등교육학교 프로그램 지원자  

 

 

 B항: 프로그램 특성 별 지원 자격 요건  

 영재매그넷 프로그램 또는 고등교육학교 지원자 자격 요건  

영재매그넷 프로그램과 고등교육학교(SAS)는 학생들이 창의적/비판적 사고 능력 활용을 장려하는 흥미롭고 도전적이며 풍부만 학제 간 학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해당 학년보다 두 개 학년이 높은 단계의 과목 수업의 학습이 가능한 학업 능력 또는 확실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 학생들, 그리고 다음의 지원 자격 기준 

중 한 가지에 부합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공정한 접근을 확보하고자, 모든 기준은 선발 과정에서 가중치가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자가 영재매그넷 프로그램 또는 고등교육학교 지원 자격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학생은 반드시 2022 년 11 월 18 일 금요일 오후 5 시까지, 다음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지정한 영재재능교육 (GATE) 심리학자가 학생의 지적 능력, 높은 성취도, 구체적인 학업 능력, 창의성 또는 리더십 능력 

분야에서 영재의 자질이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 지원서가 접수되면, 해당 교육구는 지원 학생의 자격여부를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적부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지원자를 영재로 인정하였으나, 현재 사립학교, 독립 차터 스쿨, 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외 지역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지원자의 정보가 교육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학생은 2022년도 고급균형 평가 컨소시엄 (Smarter 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 SBAC)에서 표준을 넘어선 범위에 점수를 받았거나 교육구가 승인한 

영문학 작품 및 수학 (제일 최근 연도만 해당) 둘 다 과목에서 표준 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백분위 총점이 85점 이상에 해당합니다. 지원자격검증 양식에서 자격 

보조시험을 확인하세요. 또는 

 

 학생은 비판적 사고 영역과 문제 해결 기술 영역 4가지 영역 모두에서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모국어로): 또는 

a) 심도 있고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사실, 정보, 또는 개념의 의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b) 새로운 생각을 구체화하거나 해결책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가능합니다. 

c)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는 수학문제를 접할 때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d) 새로운 생각을 표현할 때, 다양하고 폭넓은 어휘를 쉽고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자녀가 네 가지 기술 (예: 4가지의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기술) 모든 영역에서 해당 자격 요건이 부합하는 학습능력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네 가지 

비판적 사고 및 문제 해결 기술 영역에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학습능력을 검증한 지원자는 아울러 반드시 두 개 학년이 높은 단계의 학과목 수업의 학습이 가능한 학업 

능력 또는 확실한 성장 잠재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의: 유치원 과정 SAS 지원자는 반드시 지원자격검증 양식 (SAS Kindergarten)에 있는 SAS 유치원-특정 

자격조건에 따라 자격 여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수영재매그넷 프로그램 지원자 필수 지원 자격 요건  

특수영재매그넷 센터 그룹은 학생들을 그룹화하여 지적으로 특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의 필요, 관심 그리고 목표에 맞는 광범위한 학업 프로그램 수요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급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 및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과 함께 긍정적인 사회 정서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거주자일 때 특수영재매그넷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통합 교육구가 지정한 영재재능교육 (GATE)심리학자가 실시한 지적 능력 평가에서 특수영재적용 (HGA) 기준 점수 99.9점 획득자  

◼ 로스앤젤레스 통학 교육구가 지정한 영재재능교육 (GATE) 심리학자가 실시한 지적 능력 평가에서 특수영재적용 (HGA) 기준 점수 (99.5-99.8)점 획득자 

특수영재 매그넷에 관심있는 지원자가 정시 지원과 선발에 자격이 되려면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까지 평가 및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B항에 기술되어 있는 프로그램 특성 별 지원자격 기준에 부합합니다. 지원에 앞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지원 자격 여부 및, 해당 시, 마감일까지 

지원자격검증 양식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학생이 지원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등록하는 동안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새로운 학교/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 또는 5학년/6학년 또는 8학년 (초등학교 과정 또는 중학교 과정 이수)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학생이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재검증해야만 영재매그넷 프로그램 또는 고등교육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검증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며,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장이 제출한 추천서는 최종적임을 이해합니다. 



일반 지원 안내 |   

 
HG/HGA 대상자로 확인된 학생은 영재매그넷 프로그램 또는 고등교육학교(SAS)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해당 교육구는 지원 학생의 자격 여부를 로스엔젤레스 통합교육구 학적부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지원자를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특수영재/특수영재적용 지원자로 인정하였으나, 현재 사립 학교, 독립 차터 스쿨, 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외 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지원자의 정보가 교육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학부모/보호자는 영재/재능 프로그램에 문의하여, 전화 

(213) 241-4177 또는 이메일 GATE@lausd.net 로 학생의 특수영재매그넷 프로그램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모든 거주 지역 학교뿐만 아니라 매그넷 학교와 고등교육학교 (SAS)에서 영재/재능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일부 

학교에서는 특수영재 학생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예: 피어리 중학교와 라이트 중학교의 특수영재진로 프로그램-Highly Gifted Pathway at Peary 

Middle School and Wright Middle School). 영재재능교육 (GATE)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추가 정보는 관심이 있는 해당 학교 또는 매그넷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항: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원자 (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학교 재학생)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원자는 반드시 B항에 명시된 프로그램 특성 별 지원 자격에 부합해야 하지만, 시티 오브 앤젤스 온라인 수업 등 현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 (K-12학년)은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2023년 1월에 교육구는 지원 학생의 자격여부를 

교육구 확인 절차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추가 정보는 자녀가 재학 중인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항: 사립학교, 독립 차터 스쿨 및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외 지역 지원자  

사립학교, 독립 차터 스쿨 및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외 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영재매그넷 프로그램 또는 고등교육학교 프록램에 지원하는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외 유치원이나 과도기 유치원 (TK)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유치원 

SAS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가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필수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지원자를 이전에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가 지정한 영재재능교육 (GATE) 심리학자가 영재/특수영재로 인정하였으나 학생이 현재 사립학교, 독립 차터 스쿨, 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외 지역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반드시 지원자의 정보가 교육구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재학중인 교육구 외 지역 학교에 요청해야 하는 자격 증명 서류  

선택 1: 

 eChoices.lausd.net에서 지원자격검증 (SAS 유치원용) 양식 또는 

지원자격검증 (1-12학년용)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지원 자격은 

무엇입니까? – Who is eligible?" 클릭 후 양식 사용) 

 학생과 학부모 정보를 작성 완료 후 서명과 날짜를 기입합니다. 

 현재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를 전달하고 학교가 작성해야하는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하게 허락합니다.  

 

선택 2: 

 초이스 지원 라인 (213) 241-4177에 연락하시거나 이메일로 

giftedverification@lausd.net 해당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요청합니다. 

 
 
 

 자격요건 증명 서류 제출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작성하고 나면, 학교 직원은 반드시 작성한 양식을 서명하여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는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학교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봉투에 동봉하여 봉인하고 봉투의 봉인 위로 교장이 서명한 후 제출하거나 학교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메일이 선호됩니다; 보낸 분은 이메일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검증양식을 지원서와 함께 제출하지 마십시오. 늦게 제출한 양식은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 giftedverification@lausd.net  또는  미국 우편: Unified Enrollment | P.O. Box 513307 | Los Angeles, CA 90051  

주의:  지원자격검증 양식은 지원서가 아닙니다.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반드시 지원서 마감일인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까지 초이스 프로그램 지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지원자격검증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지원서 마감일 이전에 제출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유치원 또는 TK 유치원 과정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SAS 유치원 과정 지원자는 영재/재능 프로그램에 전화 (213) 241-4177 또는 이메일GATE@lausd.net로 확인절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거나 achieve.lausd.net/gate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 옵션과 SAS를 선택하세요) 증명 서류발급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자격 편지를 2월에 

보내서 지원자의 영재매그넷 프로그램 및 고등교육학교(SAS)에 대한 결과를 안내합니다. 지원자격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선발/대기자 명단 결과는 3월에 통지합니다. 

지원자의 영재매그넷 프로그램 및 고등교육학교 (SAS)의 후기 초이스 지원자의 검증 정보는 6쪽을 참고하십시오. 
 

 E항 : 사립학교, 독립 차터 스쿨 및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외 지역 지원자  

교육단체 검증이 불가한 홈스쿨 지원자가 영재 매그넷/SAS에 지원하거나 현재 유치원/TK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지원자가 SAS 유치원에 지원한 경우 대체 검증 절차가 

진행됩니다.이 검증 절차는 학부모/보호자가 직접 초이스 마감일인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까지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검증절차 진행을 위해 영재/재능 프로그램 (213) 

241-4177 또는 GATE@lausd.net 에 연락하십시오. 늦은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매그넷 프로그램 

  



매그넷 프로그램 안내 

  

 매그넷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로스엔젤레스 통합 교육구 매그넷학교/센터는 학생의 학습과 학업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엄격하고 수준 높은 테마 기반 교육을 제공하는 자발적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1977년에 설립된 우리 교육구의 매그넷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현재, 교육구 전체에 330개의 매그넷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2023-2024학년 입학 가능 인원과 2023-2024학년에 각 매그넷 학교/센터에 지원한 인원 수는 각 학교 명칭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학습자, 표준 영어 학습자, 장애가 있는 학생 및 영재/재능 학생을 포함한 교육구 전체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격려합니다. 

 

일부 매그넷 프로그램은 전체 학교 시설 (전체 매그넷 학교)로 운영되는 반면, 일부 매그넷 프로그램의 경우 상주 형태 학교로 주 교육 기관 시설에서 제공하는 활동 및 

학교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매그넷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책자의 21-40쪽에 안내되어 있는 매그넷 학교/센터 정보를 검토하여 자녀에게 가장 알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매그넷 프로그램은 다음의 8개 교육 테마 중 한가지로 운영됩니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예술, 심화 교육 센터, 영재 및 특수 영재 센터, 

인문학, 공익사업,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또는 시각 및 공연 예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매그넷 프로그램은 주제별 교육과 개별 학습에 중점을 두어 모든 학생들의 관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매그넷 프로그램은 진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혁신적인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진로를 제공합니다. 

매그넷 프로그램은 통합 법원 명령을 통해 인종 고립의 다섯 가지 피해: 낮은 학업 성취도, 낮은 자존감, 중등 과정 후 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 부족, 인종 간의 적대감 

및 편협함, 과밀 지역 환경을 해결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목표인 100% 졸업율, 전체 학생의 학업 숙련도, 100% 출석률, 학부모와 

커뮤니티와 학생의 참여, 학교 안전, 유아원생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과 일관됩니다. 

 

 지원자격은 무엇입니까?  
 

현재 유치원에서 12학년 과정에 재학 중이고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매그넷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등록할 

당시 그리고 매그넷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21-40쪽에 안내되어 있는 프로그램 색인에 학년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영재 및 특수영재매그넷 프로그램만 (23-26쪽) 지원자격 및 선발 기준(7-8쪽)이 있습니다. 모든 영재 및 특수영재매그넷 프로그램 지원자는 반드시 인증이나 검증이 

필요하며, 매그넷 프로그램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그넷 프로그램은 법원 명령에 의한 프로그램으로서 학부모가 지원서에 연방 정부로부터 확인된 한 개의 민족/인종 범주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원할 때 자녀에게 제일 

적합한 민족 또는 인종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다중-인종” 답변에 지원자가 한 개 이상의 민족/인종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채울 수 있으나 지원서는 연방 정부로부터 

확인된 한 개의 민족/인종 범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습니다.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시 모집 매그넷 프로그램의 학생 선발 절차는 매그넷 프로그램 우선 순위 점수 시스템과 법원 명령에 의한 인종 차별적 고립 피해 감소를 근거로 합니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지원서에 기재한 정보를 교육구의 정보 기술 부서 (ITD)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자는 5가지 기준을 근거로 점수를 받습니다 (19쪽의 매그넷 프로그램 

우선순위 점수 시스템 참조). 점수의 총점이 공정하고 전산화된 선발 과정에 활용됩니다. 후기 모집 지원자의 선발 절차는 20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마감일 전에 현재 재학 중인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교 기록 상의 학생의 주소, 학년, 인종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매그넷 프로그램 우선 순위 점수는 매그넷 프로그램만 적용됩니다. 지원서가 무효하거나 (교육구 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잘못된 학년에 지원하는 등) 늦게 제출한 

지원서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같은 학년에 두 번 지원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대기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선발 절차:  

 

◼ 세 가지의 각각 다른 매그넷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만 지원할 수도 있으며, 두번 째와 세번 째는 선택사항입니다. 

◼ 매그넷 프로그램 우선 순위 점수는 지원자의 1순위, 그리고 추가로 선택한 2순위 또는 3순위 선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 지원자는 2순위 및/또는 3순위 선택 프로그램의 선발대상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한 프로그램 중에서 선발될 경우, 추가로 선택한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 매그넷 프로그램에 선발되지 않은 경우, 지원자는 1순위로 선택한 프로그램에 한해 대기자 명단에 등재됩니다. 

◼ 현재 매그넷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지원자가 다른 매그넷 프로그램에 선발될 경우, 현재 참여 중인 매그넷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제적됩니다. 

 

매그넷 프로그램 안내 

 



 매그넷 우선순위 점수 시스템  

 

 

 

입학  |하나의 매그넷 프로그램에서 최고 학년을 마치고 다른 프로그램에 진학하는 지원자는 다음 단계의 매그넷 프로그램에서 12점의 

입학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 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입학하는 시기에 1년 간 받게 되는 점수입니다. 

 

 

 

대기자 명단 | 정시 모집 매그넷의 유효한 대기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지원자는 다음 해에 4점이 부여됩니다. 지원자가 대기자 점수로 

입학 전 3년 동안 연속하여 누적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12점입니다. 대기자 명단에 있는 지원자가 매그넷 프로그램 배정을 거절하는 

경우, 대기자 점수는 모두 소멸됩니다. 대기자 명단은 매년 새롭게 설정됩니다. 입학 점수와 대기자 점수는 지원자에게 동시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학생 분포가 히스패닉계, 흑인, 동양인, 기타 백인이 아닌 학생들(PHBAO)로 구성된 학교 | L.A. 통합교육구 학교이며 교육구가 2021-

2022년도 PHBAO 학교로 지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지원자에게는 4점이 부여됩니다. 포인트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점수는 매년 

부여됩니다.  

  

 

 

 

과밀지역 |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내 학교로 교육구가 2022-2023년도 과밀 지역 학교로 지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지원자에게는 4점이 

부여됩니다. 포인트는 누적되지 않습니다; 점수는 매년 부여됩니다. 

 

  

 

 

형제자매 | 지원자의 형제자매가 계속 재학 중인 동일한 매그넷 학교/프로그램에 지원자가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3점이 

부여됩니다. 형제자매가 지원자의 1순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점수가 부여됩니다. 형제자매는 지원 당시에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가족관계가 반드시 학군의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모두 지원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며, 

쌍둥이, 세 쌍둥이 등도 해당됩니다. 지원서 마감일까지 형제자매가 현재 재학중인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학군 컴퓨터 시스템에 

동일한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 
6학년을 이수하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5학년 또는 6학년 때 입학 점수가 부여됩니다.현재 다단계 매그넷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Eagle Rock HS Gifted, Franklin DLA, Fulton CAM, Lake Balboa CP, LAUSD/USC MAE, Los Angeles CES, Maywood CES, Science Academy STEM, 

Sherman Oaks CES, Sotomayor AS, Sun Valley BSEL 그리고 Valley Oaks CES 매그넷) 에게는 입학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Arroyo Seco(아로요 

세코), Laurel(로렐), Western Ave (웨스턴 애비뉴) 및 Westside Global Awareness (웨스트사이드 세계화 인식 학교) 매그넷 프로그램은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이며, 8학년일 때만 입학 점수가 부여됩니다. 입학 점수와 대기자 점수는 지원자에게 동시에 부여되지 않습니다.  
 

 

 교통편이 있습니까?  

교통편은 일부 매그넷 프로그램에 제공됩니다. 매그넷 프로그램 선택에 앞서, 지원하는 학교 또는 교통 서비스 사무국에 연락하여, 지원하는 매그넷 프로그램의 교통편 

제공 여부와 가장 가까운 승하차 지점을 문의하고 집과의 거리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하십시오. 기존 버스 노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교통 서비스 사무국 1-800-

LABUSES 또는 (213) 580-2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유치원-5/6학년) 지원자가 매그넷 프로그램 2마일 반경 지역 밖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구가 비용을 지불하는 교통편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중등학교 

(6-12학년) 지원자가 매그넷 프로그램 5마일 반경 지역 밖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구가 비용을 지불하는 교통편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부속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마일 반경 자격이 주어집니다: Arroyo Seco (아로요 세코), Laurel (로렐), Lake Balboa (레이크 발보아), Sherman Oaks CES (셔먼 오크스 특수목적교육센터), 

Western Ave (웨스터 애비뉴) 및 Westside Global Awareness (웨스트사이드 세계화 인식 학교).  

장애가 있는 학생이 매그넷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교통편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그넷에서 학교 간 교통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주의:  모든 학생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최대 편도 승차 시간 규정은 90분입니다. 모든 버스 노선에 적용됩니다. 

 

POINTS 

POINTS 

POINTS 

POINTS 

* 



매그넷 프로그램 안내 

 매그넷 지원 안내  

◼ 자녀가 현재 매그넷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고, 동일한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은 지원자는 신규 지원하지 마십시오. 현재 매그넷 프로그램에 재학 중이고 다른 

매그넷 프로그램으로 선발되는 지원자는 선발 승인 수락 또는 거절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재학 중인 매그넷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제적됩니다. 
  

◼ 지원자는 반드시 지원 당시 그리고 매그넷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우편 사서함 주소는 수락하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은 교육 프로그램(직업실용교육, 소방서, 경찰, 의학 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복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17-40쪽에 자녀을 위해 매그넷 프로그램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정보가 있습니다. 지원서에는 최대 세 곳의 매그넷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세 곳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서에 추가 입학 희망 학교를 기재하기에 앞서, 2순위 또는 3순위는 어떤 선정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18쪽에 안내되어 있으니 내용을 숙지하여 주십시오. 
  

◼ 각 매그넷 프로그램의 입학은 인종적으로 균형 잡힌 재학생 비율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등록 정원 공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매그넷 프로그램은 법원 명령에 의한 프로그램으로서 학부모가 지원서에 연방 정부로부터 확인된 한 개의 민족/인종 범주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원할 때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민족 또는 인종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다중-인종” 답변에 지원자가 한 개 이상의 민족/인종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지원서에 연방 

정부로부터 확인된 한 개의 민족/인종 범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 지원자가 졸업학년을 이수하기 전 매그넷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우, 입학 학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 개학하고 첫 달에 등록 정원 공석이 있는 경우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에게 통지합니다. 지원자가 매그넷 배정을 거절하는 경우 대기자 점수는 모두 소멸됩니다. 

  

◼ 지원자가 2022년 11월 18일 이후에 매그넷 학교나 센터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후기 지원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후기 지원서는 단일 지망만 가능하며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후기 지원자의 자리는 대기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 전원이 지정된 학교에 배정 받은 후 공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매그넷 

프로그램의 등록 정원은 인종적으로 균형 잡힌 등록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공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기 지원은 학생 배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그넷 우선 

순위 점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상주 유치원이 있는 매그넷 초등학교는 출석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합니다. 현재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1학년 우선 입학권이 있습니다. 

상주 유치원이 있는 매그넷 초등학교는 21-40쪽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시 입학 매그넷 학교는 학년 내내 지원서를 받습니다. 수시 입학 매그넷 학교는 출석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모든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유자격 지원자는 공석이 있을 때 선발합니다. 수시 입학 매그넷 학교는 21-40쪽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단체 (IBO)에서 초등, 중고등학년으로 걸쳐서 3 단계의 국제교육을 제공합니다.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 (IBO)세계학교의 

인가를 받으려면 보통 2년 이상 걸리는 체계적인 절차가 있으며 IB팀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인가받은 학교에서 일반적 평가 절차를 이행합니다.  

 컴튼(COMPTON) 통합 교육구 (CUSD) 지원자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컴튼 통합 교육구(CUSD)와 협력하여 킹-드류 매그넷 의료 과학 고등학교에 제한적으로 9학년 학생을 모집합니다. 이 모집에 CUSD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초이스 프로그램 지원서 작성 시, 킹-드류 매그넷 프로그램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현재 재학 중인 학교가 발급하는 8학년 1학기 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적표는 우편으로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생통합서비스 

(Student Integration Services), 333 S. Beaudry Ave., 25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로 제출합니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 echoices@lausd.net, 수신 담당자는 

Compton/King-Drew Application (컴튼/킹-드류 지원 담당자)입니다. 학생 통합 서비스 담당자가 지원서와 성적표를 접수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제출된 정보는 CUSD가 확인합니다. CUSD 거주 학생 중 킹-드류 매그넷 의료 과학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에게는 교통편 자격이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로 문의해야 합니까?  

매그넷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초이스 프로그램 지원처, 전화 (213) 241-417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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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허가 

  



교통편 허가 프로그램 정보 안내 

 PWT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교통편 허가 프로그램(PWT)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최초 통합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우리 교육구 내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PWT 학교 배정은 교육구가 다음과 같은 학교 중에서 결정합니다:  Revere MS (리비어 중학교), Portola MS (포톨라 중학교) or Taft HS (태프트 

고등학교). PWT 프로그램은 매그넷 프로그램 또는 기타 초이스 프로그램에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PWT 학생들은 일반 학교 프로그램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선발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내 개설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PWT 학교에서 운영되는 모든 학교/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지원자격은 무엇입니까?  
 

2022-2023학년도에 6-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승차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PWT 프로그램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학교 승차 지역: 

Audubon (오듀본), Drew (드류), Gompers (곰퍼스), Harte Prep (하트 프랩), Mann (맨), Muir(뮤어) 그리고 Obama Global (오바마 글로벌) 

고등학교 승차 지역: 

Dorsey (돌시), Crenshaw(크랜셔), Jordan (조던), Locke (라크), Manual Arts (매뉴얼 아트) 그리고 Washington Prep (워싱턴 프랩).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PWT 우선 선발 대상은 PWT 프로그램 신규 입학생과 PWT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의 형제자매가 동일한 해에 동일한 PWT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입니다. PWT 

남은 자리는 임의로 배정됩니다. 

 

지원서 안내: 

◼ 자녀가 현재 PWT 프로그램에 재학중이고, 같은 학교에 다니고 싶은 지원자는 신규로 지원하시 마십시오. 

◼ 현재 PWT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지원자가 다른 매그넷 프로그램에 선발된 경우 선발 승인 수락 또는 거절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재학 중인 PWT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제적됩니다. PWT 프로그램은 후기 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선발된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지원자 선발 통지문에 고지된 마감일까지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결과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학부모/보호자가 

마감일까지 응답하지 않는 경우 거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자는 지원 당시 그리고 PW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에 거주해야 합니다.우편 사서함 주소는 수락되지 않습니다. 

◼ 매그넷 프로그램은 법원 명령에 의한 프로그램으로서 학부모가 지원서에 연방 정부로부터 확인된 한 개의 민족/인종 범주를 표시해야 합니다.  지원할 때 

자녀에게 제일 적합한 민족 또는 인종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다중-인종” 답변에 지원자가 한 개 이상의 민족/인종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지원서에 연방 정부로부터 확인된 한 개의 민족/인종 범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지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교통편이 있습니까?  

네, PWT는 다음과 같은 인종 차별 철폐 지원 대상학교에 교통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ortola MS (포톨라 중학교), Revere MS (리비어 중학교) 그리고 Taft High 

School (태프트 고등학교). 

  

 자세한 정보는 어디로 문의해야 합니까?  

PWT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초이스 프로그램 지원처 (213) 241-417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이중 언어 교육 (DLE)은 영어와 목표 언어의 두 가지 언어로 학년에 맞는 교과내용과 문해력를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문화 및 언어 자산이 인식되는 

환경에서 인지, 학업 및 사회 문화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다국어 및 다문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안내 책자는 자녀가 이중 언어 구사자/문해자로 성장하여 문화적으로 유창해질 수 있는 자세한 방법과 진로에 유용한 정보를 찾는 가족들에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현재 과도기 유치원 (TK)부터 12학년까지 200개 이상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은 마스터 플랜 프로그램 형태로 이용합니다: 쌍방향 

몰입, 일방향 몰입, 세계 언어 몰입.  프로그램은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프랑스어, 알메니안, 아랍어, 그리고 일본어로 제공됩니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됩니다.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학교에 개설되어 있으며, 호스트 학교의 활동과 학교 생활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 장을 보십시오. 특정 학교 시설에 개설되어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 47-55쪽 학교 이름 아래 나온 학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교육구의 목표 중 하나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양방향으로 문해가 가능한 졸업생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과도기 유치원 (TK)에서 12학년까지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업적으로나 언어 구사 면에서 양쪽 언어가 모두 고급 수준이 되고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실력을 겸비합니다. 이중 

언어 진로는 유치원/1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유치원에서는 학생들의 2개 국어 상용에 대한 전념을, 1학년에서는 그들의 2개 국어 문해에 대한 전념을 인정합니다. 

5/6학년과 8학년에 이중언어 문해력 진로 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및 캘리포니아 교육부 이중언어 문해력 상은 12학년에게 수여합니다.  

 지원자격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형의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지원 자격은 무엇입니까? 

교육구에서는 3개의 마스터 플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언어 지정에서 언어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영어 

학습자 (EL), 영어 사용자 (EO), 표준 영어 학습자 (SEL), 초기 영어구사 능숙자 (IFEP), 재분류된 영어구사 능숙자(RFEP) 

 쌍방향 몰입 교육 프로그램: 반 구성  

이중 언어 쌍방향 몰입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영어와 비 영어권 언어(목표 언어)로 학년에 맞는 표준 기반 학습콘텐츠를 받을 기회를 위해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어 학습자 (EL)와 영어 사용자 (EO, IFEP, SEL, RFEP) 모두를 대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쌍방향” 구성은 학생들에게 영어와 목표언어 

기술을 강화하는데 있어 서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과도기 유치원(TK), 유치원, 1학년 — 프로그램의 목표 언어를 구사하는 영어 학습자 (EL) 와 영어 사용자 (EO, IFEP, SEL, RFEP)에게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 2학년 -12학년 —  프로그램의 목표 언어를 구사하는 영어 학습자 (EL)에게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영어 사용자 (EO, IFEP, SEL, RFEP)가 이전 DLE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목표 언어에 참여했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L.A. 통합 교육구 프로그램에 새롭게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목표 언어 검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마감일까지, 균형을 이룬 수업 구성을 위하여 영어 학습자 또는 영어 사용자가 50% 이하일 경우, 배정 비율은 각각의 언어 그룹에서 2/3까지 구성됩니다.  

 

 
반 학생 수 ½    

프로그램의 목표 언어를 구사하는  

영어 학습자 

 
반 학생 수 ½  

영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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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언어 일방향 몰입 프로그램:  반 구성  

이중 언어 일방향 몰입 프로그램은 영어 학습자(EL)에게 영어 및 영어 외 언어 (목표 언어)로 학년 수준의 표준 기반 주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일방향” 구성에서 언어 학습자 (EL)는 같은 모국어를 가진 반 학생들과 나란히 영어 및 목표언어 스킬을 발전하도록 배우면서 영어 발전을 강화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 과도기 유치원(TK), 유치원, 1학년 — 프로그램의 목표 언어로 소통하는 영어 학습자(ELs)에게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 2 -12학년 — 프로그램의 목표 언어로 소통하는 영어 학습자(ELs)에게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L.A. 통합 교육구의 신입생들에게는 목표 언어의 증명을 요구합니다. 프로그램 자격 여부는 학교 자체에서 결정합니다. 

반 학생 전체 

프로그램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영어 학습자 

 

주의: 리시다 차터 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 일방향 몰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학생 선발, 배정, 등록은 차터 스쿨을 위한 주 정부 및 교육구의 법적 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리시다 차터 고등학교에 선발되었고 이중언어 및 부속 차터 자격요건을 충족한 본 학생은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인터네셔널 센터에서 수용되어야 

합니다. 리시다 차터의 OWI 프로그램에 지원하거나 자세한 부속 차터 등록 절차를 알기 위해, 초이스 브로셔의 부속 차터 학교 부분 67-70쪽을 참고하십시오. 

 

 이중언어 세계언어 몰입 프로그램: 수업 구성 

 

세계 언어 몰입 프로그램은 영어 사용, 영어 학습 학생들에게 어릴 때 영어 및 영어 외 언어 (목표 언어)로 학년 수준의 표준 기반 주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 과도기 유치원, 유치원, 1학년  — 영어 사용자 (EO, IFEP, SEL, RFEP)와 영어 학습자 (ELs)에게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 2-12학년 —  영어 학습자 (ELs)는 프로그램의 목표 언어를 사용하면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영어 사용자 (EO, IFEP, SEL, RFEP)는 이전에 동일한 목표 언어의 

DLE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참여 자격이 있습니다. *L.A. 통합 교육구에 새로 들어온 학생은 목표언어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격 여부는 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반 학생 

영어 사용자 

 소수의 반 학생 (학부모의 요청) 

영어 학습자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자 선발 선호를 따르게 됩니다: 

 

  

1 

출석학교 

지역 내 

거주하는 

형제자매 
 

2 

출석학교 

지역 내 

거주하는 

재학생 
 

3
L.A. 통합교육구 

지역 내 

거주하는 

형제자매 
 

4 
L.A. 통합교육구 

지역 내 

거주하는 

재학생 
 

5 
교육구 간 

허가증이 

필요한 

형제자매 

6 
교육구 간 

허가증이 

필요한 

재학생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 안내  

학교의 학생 정원보다 지원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 편향되지 않은 무작위 선발 절차가 실시됩니다. 현재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서 재학 중인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 출석권을 부여합니다.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는 우선적 점수가 쌓이는 과정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개설 학년의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더 많은 경우, 지원자들은 대기자 명단에 배정됩니다. 

▪ 대기자 명단 번호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학생은 후기 지원한 다른 프로그램 과정에 선발되어 입학 등록이 승인되더라도 정시 모집 1순위로 지원하여 대기자 명단에 있는 경우, 대기자 명단에 

남아있게 됩니다.  

▪ 학교는 학생이 정시 모집 지원 또는 후기 모집 지원을 통해 대기자 명단에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공석이 생기면 학생의 학부모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학생이 

정시 모집 지원 또는 후기 모집 지원을 통해 대기자 명단에 있는 경우, 학생의 부모가 추가로 취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등록 기준  

 

▪ 언어 분류 

학생이 사용하는 공식 언어 분류는 등록 시 학교가 결정합니다. 

▪ 교육구 간에서 허가증이 필요한 학생 

프로그램에 배정 받은 후 L.A. 통합 교육구 지역 외에 거주하는 지원자는 반드시 교육구 간 교차 승인서 발급 과정을 거쳐 배정받은 학교 프로그램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구간 허가능 절차는 링크 https://Apply.LAUSD.net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교육구 허가증 발급처 (213) 202-7547로 문의하여 요청 

가능합니다. 

▪ 일부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는 과도기 유치원 (TK) 과정을 제공합니다. 입학 연령 조건과 자세한 정보는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학생의 IEP (개별교육프로그램 계획안)에서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은 교통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ESSA)에 따라,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위탁 가정 아동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노숙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본래 학교를 가고 오는 교통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또는 도움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 (213) 241-3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초이스 프로그램 지원처 (213) 241-4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contact the Choices Support Line at (213) 241-4177 if you have questions about Dual Language Education programs. 

 

 

 

 

 

 

  



국제 신입생 아카데미 정보 안내 
 

 국제 신입생 아카데미는 무엇입니까 ? 

국제 신입생 아카데미 (INA)는 0-3년 기간 이하로 미국 학교에 재학중이고 미국 외 국가에서 태어난 영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 아카데미입니다. 프로그램은 정식 

학업적 영어 지원, 부수적 콘텐츠 획득, 졸업을 위한 A-G 조건 충족, 과제 중심 학습의 집중, 그리고 의도적 언어 가르침을 지원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학생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계 관련 주제에 참여하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합니다. 사회적 정서적 가르침, 자산 중심 공동체 발전 그리고 문화에 

대한 전념은 커리큘럼에 필수입니다.  

 학습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제 신입생 아카데미에 등록한 학생은 매일 수업에 언어 커리큘럼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습적 토론, 질문, 팀 워크를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와 나란히 

언어를 배웁니다. 과목 관련하여 이해를 구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또래와 협력합니다. 문화적 관련 세계적 테마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글로벌 연결, 

공동체와 세계와 연결을 자아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카데미의 포부는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아카데미에서 발휘한 언어 및 학습적 영어 모두 능숙함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준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원자격은 무엇입니까? 

미국 외 국가에서 태어난 고등학교 학생으로 미국 학교에 0-3년 기간 이하 동안 재학 또는 영어 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 자격이 주어지며 선정됩니다.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벨몬트 고등학교 및 번스타인 고등학교 지역 내 거주하는 학생은 반드시 초이스 지역 (ZOC)을 통해 지원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가 자녀를 ZOC 내의 국제 신입생 

아카데미 (INA)에 출석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학부모/보호자는:  

▪ ZOC 선택 절차에서 1순위로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 INA 장소가 1순위로 ZOC 지원서에 표시되어 있으며 학생이 INA에 배정이 안되었을 경우, 배정 진정서를 ZOC 사무실을 통해 작성하십시오. 

학생이 ZOC 절차를 통해 지정된 INA에 배정되었고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장소의 INA에 출석할 수 있도록 선발됩니다. 벨몬트 고등학교 및 번스타인 

고등학교 지역 외 거주 학생이 INA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초이스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ZOC 정보는 ZOC 사무실 (213) 241-0466 또는 이메일 zoc@lausd.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밴나이스 고등학교는 ZOC 학교가 아닙니다. 지역 내 거주하는 학생은 학교 자체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 외 거주하는 학생이 INA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초이스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편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INA는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학생의 IEP (개별교육프로그램 계획안)에서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은 교통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ESSA)에 따라,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위탁 가정 아동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노숙을 경험하는 이동의 경우, 본래 학교를 가고 오는 교통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또는 지원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 (213) 241-3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누구에게 문의해야 합니까? 

국제 신입생 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초이스 프로그램 지원처 (213) 241-41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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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 교육 학교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영재/재능 학생들은 파악된 영역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입증하며, 이 학생들의 잠재적 능력을 온전히 개발하는 한편 성공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재/재능 프로그램, 고등 교육 옵션은 영재/재능 학생의 고유한 학업과 사회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거주 지역 학교와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모든 교육구 학교에서 노력을 다합니다. 프로그램 유형에 관계없이 영재 학습자로 인정받은 학생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교는 반드시 영재 학생을 그룹화하여 교육해야 하며 학생들이 학년에 맞는 기준과 기대를 뛰어넘고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의미있고 차별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고등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검증을 받은 학교는 모범적인 영재재능교육 (GATE)을 구현하는 SAS학교로 지정됩니다. 고등교육학교 지정은 1998-

1999학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혁신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GATE 관행의 모범 학교 유형을 교육구 내에서 인정받고자 생성되었습니다. 심도 있고, 

복잡하며, 학습의 가속성, 참신함에 주력하는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SAS학교는 학생의 지적 능력, 높은 성취도, 구체적인 학업 능력, 창의성 또는 

리더십 능력 분야에서 구별되고 또는 비판적 사고/학업 성취도로 검증된 영재의 자질이 있다고 확인된 K-12 학년의 영재 학습자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높은 수준의 학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주 학교는 반드시 5년마다 엄격한 지원 절차를 거쳐 SAS로 지정되거나 SAS 인정 자격을 유지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영재/재능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양한 인종적, 사회경제적, 언어적 및 문화적 배경을 포함한 영재 또는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독특한 능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학교 지정은 교육구 전체 지역에 걸쳐 수준 높은 영재/재능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 탁월성,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교육구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SAS 학교는 교육구 시범 센터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고능력 학습자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 기반의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육합니다. 

고등교육학교는 필수 GATE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1) 영재 식별, 2) GATE 학습자의 교육과 학업 성취 3) 영재 교육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있는 

교직원 4) 학부모, 가족, 공동체 참여로 지속적이고 고효율적이며 모범적인 영재/재능교육 (GATE)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확고한 헌신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별화는 영재/재능 학생의 독특한 교육 요구가 GATE/SAS 교실에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하는데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별반 다를 바 없는” 또는 단순히 학습난이도/학습량만을 제공하는 학습가속화 교육이 아닌 심도 있고 복잡하며 참신한 교육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GATE/SAS 

클러스터 그룹화를 통해 학교는 보다 도전적인 교과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영재/고능력 학습자가 매일 난이도 있는 컨텐츠와 새로운 학습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핵심 과목에서 학구적인 또래집단과 있게 됩니다. 

 

 교사는 어떻게 양성됩니까?  

 

영재/재능 학습자는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진보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교과 과정과 수업을 운영하는데 해박한 지식을 풍부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지도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따라서, GATE 전문 개발-영재/재능 학습자 및 학습을 극대화 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은 SAS 교사 및 학교 관리자에게 기대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각 학교의 GATE 프로그램은 반드시 GATE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자, GATE 코디네이터 및 교육 지원이 가능한 직원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SAS 교사와 관리자는 영재/재능 학습자의 고유한 학업적 및 사회정서적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연간 전문 개발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커리큘럼과 수업 (컨텐츠, 과정 및 결과물)이 엄격하고 성취적이며 혁신적인 문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지원자격은 무엇입니까?  

 
 

▪ 학생이 SAS 지정 학교의 학군에 거주하며 지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SAS 영재/재능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기피하는 

경우 제외), 학군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자격 학생들은 반드시 학군 외에 거주하는 지원자가 등록하기 전에 입학이 수용되어야 합니다. SAS 프로그램은 특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GATE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학군 내에 거주하는 유자격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입학 지원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외에 거주하는 프리스쿨부터 11학년까지 학생은 다음의 세 가지 지원 자격 요건 중 최소한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듬해 

SAS 프로그램 참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SAS 프로그램 지원자의 경우, 학생의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와 교장은 학생이 다음 세 가지 지원 자격 요건 중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 사립학교, 독립 차터 스쿨,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가 아닌 학교의 지원자 (유치원 입학생 SAS 지원자 포함)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적합한 지원자격검증 

양식 그리고 초이스 신청서를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학부모/보호자의 책임입니다. 홈스쿨 지원자나 프리스쿨/TK에 등록하지 않은 지원자는 

마감일까지 GATE@lausd.net에 연락하여 검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 자격조건에 관한 정보는 본 책자의 7-8쪽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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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S 프로그램 지원자는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지원 자격 요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자가 고등교육학교 지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학생이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을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가 지정한 영재재능교육 (GATE)심리학자가 학생의 지적 능력, 높은 성취도, 구체적인 학업 능력, 창의성 또는 리더십 능력 

분야에서 영재의 자질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는 

 학생이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22년도 교육구가 승인한 표준 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백분위 총점이 85점 이상에 해당합니다. 또는 

 
학생은 비판적 사고 영역, 문제 해결인 전체 네 가지 영역을 충족하는 학습 능력을 보입니다 (모국어): 

a) 심도 있고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사실, 정보, 개념의 의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b) 새로운 생각을 구체화하거나 해결책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부연설명이 가능합니다. 

c)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수학 문제를 접할 때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d) 창의적인 생각을 표현할 때, 다양하고 폭넓은 어휘를 쉽고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는 자녀가 네 가지 영역에서 (예: 네 가지의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영역) 전부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학습능력이 있는지 결정합니다. 네 가지인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영역에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학습능력을 검증한 지원자는 아울러 반드시 두 학년이 높은 학과목 수업이 가능한 학업 능력이나 확실한 

성장 잠재력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주의: 유치원 과정 SAS 지원자는 지원자격검증 (SAS 유치원) 양식을 작성할 때, 반드시 SAS 유치원에 구체적인 자격조건에 따라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제출한 추천서는 최종적입니다.  

 

형평성과 접근성을 위해서 세 가지 SAS 지원 자격 기준은 선발 절차에서 동일한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재/특수영재로 인정받은 학생이나 시험 점수 기준에 

맞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영재로 인정받은 부분이나 SAS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영재/재능 프로그램에 (213) 241-4177 

또는 이메일 GATE@lausd.net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SAS 지원 자격 기준  

고등교육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을 위한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과도기 유치원은 SAS 수업이 없습니다. 자녀가 재학중인 유치원 또는 과도기 유치원 (TK) 

프로그램의 행정관이 유치원 SAS 지원자의 자격과 (예: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네 가지 영역) SAS 유치원의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20점 만점에 최소 10점을 

받았다고 검증해야 합니다.  

 
▪ 독립적으로 학습하며 목표 지향적 성향을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 문장에 수식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여 감정, 생각과 의견을 

표현한다 (모국어 사용) 

▪ 이야기를 하거나 재설명할 때 상세 묘사와 표현이 가능하다 (모국어 

사용).  

▪ 복잡한 패턴의 순서를 인식하고 반복이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패턴 

생성이 가능하다. 

▪ 간단한 지시나 방향 수정만으로도 다단계 지시를 따를 수 있다. 

▪ A부터 Z까지의 글자를 알고 알파벳의 모든 음절을 알고 대부분 

글자를 쓸 수 있다. 

▪ 구두로 100까지 수를 셀 수 있고,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시각적으로 식별하며, 1에서 25까지의 숫자를 쓸 수 있다.  

▪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선천적이거나 빠르게 이해한다. 

▪ 정보와 경험을 기억하며 (예: 노래 가사 암송, 과거 사실을 기억한다) 

관련 정보나 사실을 연결할 수 있다. 

▪ 일견 단어를 인식하고 유창하게 낭독하며 읽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이타심이 강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심이 크다; 강한 정의감. 

▪ 놀이 세션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다양한 보완적인 역할을 

통합하여 타인의 행동을 배려한다. 

▪ 놀이 활동에서 비일반적인 물건을 사용한다. 

▪ 또래들과 쉽게 어울린다; 우정, 생각의 공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친구로 또래들이 자주 찾는다. 

▪ 성숙한 유머 감각을 보여준다; 수수께끼를 만들고 대답하며 구두로 

연결성을 찾는다. 

▪ 자유로운 놀이에 추론, 논리적 사고, 창의성, 자발적 학업 활동이 

포함된 증거를 보여준다.  

▪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을 통해 정보를 찾고, 어른들이나 나이 많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 과제를 완수하는 고급능력을 보여주고 배울 때 에너지가 넘친다.  

▪ 복잡한 정보를 기억하고 기호 시스템 (예: 지도, 코드)을 해독할 수 

있다. 

▪ 호기심을 보여준다;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기대치 못한 지식의 

깊이를 보인다. 

 

프리스쿨이나 TK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 지원자의 경우, 학부모/보호자는 영재/재능 프로그램에 (213) 241-4177  또는 GATE@lausd.net으로 연락하여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전까지 확인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으십시오. 영재/재능 프로그램 웹사이트 achieve.lausd.net/gate에 방문해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옵션과 SAS를 선택하세요). 

 

  



고등 교육 학교 프로그램 정보 안내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SAS 지원자가 프로그램 지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나 학구 지역 외에 거주하지만,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군에 사는 경우, SAS 학군에 사는 지원자들을 수용한 

다음에 선발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SAS 프로그매 지원 자격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로그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 (SAS 프로그램 지원 자격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수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편향되지 않은 무작위 선발 절차가 실시됩니다. 현재 재학생의 형제자매가 

있는 학생들에게 우선출석권을 부여하나 거주지 학교 학생의 자리를 대체하는 형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등교육프로그램에는 우선 순위 점수 누적 절차가 없습니다. 

매그넷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우선적 점수를 적용합니다. 

 

 SAS로 지정된 부속 차터학교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부속 차터 스쿨에 개설되어 있는 SAS 영재/재능 프로그램은 학생 선발, 등록, 배정에서 차터 스쿨 설립에 따른 주 정부 및 교육구 법적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속 차터 스쿨의 SAS 지정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SAS 지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반드시 해당 교육 기관의 SAS영재/재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속 차터 스쿨 SAS 등록 절차는 초이스 프로그램 안내 책자의 67-70쪽에 안내되어 있는 부속 차터 스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SAS로 지정된 초이스 지역의 학교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자녀가 초이스 지역 (ZOC)의 SAS (고등교육학교) 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5, 6, 8학년 학생은 반드시 ZOC 선발 과정에서 

해당 교육시설을 1순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학생이 해당 ZOC 절차를 통해 SAS 지정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고 SAS 지원 자격 기준 요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학생은 반드시 SAS 프로그램 영재/재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ZOC 지원서에 학생이 해당 SAS학교를 1순위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ZOC 

사무국에 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결정을 재고하지 않습니다. 초이스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ZOC 사무국으로 (213) 241-0466 이나 achieve.lausd.net/zoc 

사이트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SAS 프로그램은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학생의 IEP (개별교육프로그램 계획안)에서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은 교통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ESSA)에 따라,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위탁 가정 아동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노숙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본래 학교를 가고 오는 교통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또는 지원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 (213) 241-3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로 문의해야 합니까?  

고등 교육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초이스 프로그램 지원처 (213) 241-4177 또는 applyforschools@lausd.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기준 학교 
  



입학 기준 학교 안내 
 

 입학 기준 학교 (ACS) 프로그램이란 무엇입니까?   

입학 기준 학교 (ACS)에는 추가 선발 요건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중점을 둔 단일 성별 리더십 아카데미 두 곳이 있고, 

고등학생들이 동시 등록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조기-대학 프로그램과 개별화된 아너스 프로그램 (IH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이스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학교 웹사이트를 둘러보고 학교 프로그램 설명회에 참석하여 학교의 특별 입학 기준을 알아보십시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  대학 및 취업 대비. ACS 학교 4 곳에서 대학 동시 등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전문학사 학위 • 대학 진학 • 대학 인정 학점 이수 

▪ 단일 성별 학교는 리더십과 STEAM 취업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개별화된 아너스 프로그램 (IHP)은 영재 및 영재는 아닌 상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발전적이고 철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원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과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외 학생들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2월에 학교가 지원자들에게 지원 자격 절차에 참여하도록 연락합니다. 

▪ 학생은 반드시 지원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만 선발 절차에 포합됩니다. 

▪ 교육구 지역 외 학생들은 반드시 입학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ACS 학교에 다니려면 교육구 간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원자 선발은 다음 순서로 적용됩니다: 

1. 현재 재학생의 형제자매. 

2. 선택한 학교에서 5마일 반경에 거주 학생. 

3.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내 거주 학생. 

4.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 외 거주 학생. 

* 쌍둥이. 쌍둥이 학생이 선발될 경우, 다른 쌍둥이 학생은 자동적으로 수락됩니다. 

 

 교통편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전에, ACS 프로그램에서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학생의 IEP (개별교육프로그램 계획안)에서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은 교통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ESSA)에 따라,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위탁 가정 아동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노숙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본래 학교를 가고 오는 교통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또는 지원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 (213) 241-3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 차터 스쿨 
  



부속 차터 스쿨 정보 안내 
 

  부속 차터 스쿨은 무엇입니까?   

부속 차터 스쿨은 준-자율적인 교육구 공립학교로 차터 청원 절차를 통해 부속 차터 스쿨로 전환된 교육기관입니다.  해당 학교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위원회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부속 차터 스쿨은 교육위원회가 관리하며 교육구 정책, 위원회 규칙, 주 정부 및 연방 정부 법, 단체협상 계약서, 인사과/인사 위원회 방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부속 차터 스쿨은 해당 지역 교육구 사무국과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차터 스쿨 부서가 직접 감독합니다. 차터 스쿨은 개별 보조금을 학교에서 

융통성있게 이용하게 됩니다; 커리큘럼과 전문개발 분야, 지역학교 관리에 대한 일부 부분, 직원 선정에 대한 일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부속 차터 스쿨은 학교의 차터 청원서와 매년 수정되는 로컬 컨트롤 책임 계획안 (LCAP)에서 규정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무엇입니까?   

캘리포니아 주의 모든 학생들은 부속 차터 스쿨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반드시 차터 스쿨의 정식 출석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학생이 부속 차터 스쿨의 거주 학군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학부모는 프로그램에 별도로 지원 하지 않고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등록을 

문의합니다. 

 

학생이 부속 차터 스쿨의 학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학부모는 통합 등록 지원서를 작성하여 지원합니다. 해당 학교는 교육구와 논의하여 자리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학교 정원보다 학군 지역 밖에 거주하는 가정의 등록 희망자가 더 많을 경우, 학교는 남은 자리에 대해 무작위 공개 추첨을 합니다. 추첨에서 남은 

자리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다른 학생보다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부속 차터 스쿨에 지원하거나 입학을 허가 받기 위해 교육구의 

허가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 선발 기준은 무엇입니까?   
 

▪ 학부모는 반드시 정시 모집 기간에 인터넷으로 http://goto.lausd.net 신청하거나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속 차터 스쿨의 복수 지원은 인터넷 지원만 가능합니다. 

▪ 부속 차터 스쿨의 복수 지원하는 경우에 선호 순서가 없으며, 정시 모집 지원자는 지원한 학교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 학교에서 추첨하는 날짜와 시간을 학교 웹사이트 및 본 사무소에 발표합니다. 

▪ 추첨에 참석해도 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모든 추첨은 매년 2월 중에 실시됩니다. 

▪ 추첨 시 모든 지원자는 우선 순서에 따라 그룹화되고, 남은 자리를 채우고 대기자 명단 생성을 위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학생들은 일년 기간 동안만 대기자 

명단에 있습니다. 

▪ 교육구 전체의 우선 순위 외에도 부속 차터 스쿨에서 학교 헌장 청원에 따른 추가적 추첨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등록에 관심있는 가족보다 남은 자리가 더 많으면 (예: 30석 자리가 있고 10 가족이 지원한 경우)에는 추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한 

가족은 적절한 시기에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게 됩니다. 

 

 교통편이 있습니까?   

 부속 차터 스쿨 프로그램은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외: 

▪ 장애가 있는 학생이 이중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경우, 학생의 IEP (개별교육프로그램 계획안)에서 교통편이 필요한 학생은 교통편 이용이 가능합니다. 

▪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법(ESSA)에 따라,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위탁 가정 아동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노숙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본래 학교를 가고 오는 교통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또는 지원은 학생 지원 프로그램 (213) 241-3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어디로 문의해야 합니까?  
 

부속 차터 스쿨의 교육 프로그램, 교육 목표, 무작위 추첨 결과는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차터 스쿨 부서 (213) 241-03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등록 신청서로 독립 차터 스쿨에 지원하지 마십시오. 통합 등록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 차터 스쿨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의 인가를 받았으나 

독립적인 공립학교) 질문은 차터 스쿨 부서 사무실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통학 교육구 다른 프로그램 안내 
 

 상시 모집 등록 HTTPS://ACHIEVE.LAUSD.NET/K12OPENENROLLMENT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K-12) 상시 입학 절차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로스앤젤레스 공립학교에 정해진 상시모집 자리가 있으면 

학생들이 정규과정 해당 학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상시 모집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정시모집 기간은 지정된 정시모집 자리가 있는 학교를 위해 5월 첫째주에 시작합니다. 정해진 정시모집 정원보다 신청자가 더 많은 학교는, 6월초에 무작위로 

전자식 추첨을 하게 됩니다. 
  

◼ 거주 학교 입학의 대안책으로 학교 관리서비스/마스터 계획과 인구조사국이 조정합니다. 
  

◼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k12OpenEnrollment를 확인하거나, 5월 첫째주에 로스앤젤레스 공립학교에 가셔서 참가하는 학교 명단 및 온라인 신청 방법, 학교에 

상시모집 정원수에 대한 내용을 받으십시오.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학교 관리서비스/마스터 계획과 인구조사국 (213) 241-8044으로 연락하십시오. 
  

◼ (이 안내 책자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교육구의 교통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버추얼 아카데미 HTTPS://ACHIEVE.LAUSD.NET/VIRTUALACADEMY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LAUSD)는 일반적으로 대면 학습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믿고 있는 반면, 일부 가정들의 경우 다른 옵션을 바라거나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섯 개 버추얼 아카데미를 시작하였고 테마는 국제 학습 및 세계 언어, 컴퓨터 공학, STEAM 비즈니스 및 기업가정신, STEAM 

리더십 및 공공 서비스, STEAM, 그리고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여섯 개 버추얼 아카데미 학교는 기술과 창의성 촉진을 활용하여 독립적 학습을 폭 넓은 

방법으로 탐구하고 확대합니다. 각 버추얼 아카데미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공합니다. 
◼ 학부모는 각 학생을 위한 학교 선호도 순위를 지정합니다. 
  

◼ 배정은 선호도를 고려하여 자리 가능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enroll.lausd.net을 방문하여 버추얼 아카데미 학교를 지원하십시오.  
  

◼ 웹사이트 https://achieve.lausd.net/VirtualAcademy에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 이메일: ZOC@lausd.net 
  

◼ (이 안내 책자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자세한 도움은 LAUSD 버추얼 아카데미 (213) 241-3180으로 연락하십시오. 

 

 ZONES OF CHOICE HTTPS://ACHIEVE.LAUSD.NET/ZOC  

초이스 지역은 예술, 비즈니스, 과학, 인문학, 사회 정의, 이웃의 더 많은 권리에 대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거주 지역 내에서 학교를 선택하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택사항에는 대규모 캠퍼스, 소규모 학습 공동체,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초이스 지역에 사는 학생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습니다. 

◼ 초이스 지역 학교에 입학할 자격은 집주소 및 등록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초이스 지역 옵션은 학생들에게 각각의 학업적 관심분야를 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 초이스 지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zoc에 방문하거나 (213) 241-0466으로 연락하십시오. 
  

◼ 이메일: ZOC@lausd.net 
  

◼ (이 안내 책자에 있는 신청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교육구의 교통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합 교육구 입학 HTTPS://GOTO.LAUSD.NET 

 

 

 

◼ 간소화한 절차 및 가정을 위한 단일 접근점을 마련하여 가정에서 모든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교와 프로그램을 알게 

합니다. 
 

 

◼ 학교 선택권을 행사하려는 가족들이 보다 편리하고 공정하고 쉽게 사용하는 신청절차를 마련합니다. 
 

 

◼ 학생들이 학업적 관심분야에 맞는 학교에 입학하게 합니다. 교육구에 새 가족들이 오게 합니다. 

 

  

https://achieve.lausd.net/VirtualAcademy
mailto:ZOC@lausd.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