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ard District 2 
가족과 학생들의 가이드

모니카 가르시아 
로스앤젤레스 교육위원장

연락하세요!

333  S .  Beaudry  Ave .  24th  F l .

Los   Ange les ,  CA  90012

(213)  241-6180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엘에이 통합교육구가 우리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학생들을 위한 A-G에 집중 노력하며, 학업에 지
장을 주는 장애물을 줄일 수 있는 보건 및 복지, 그리고 성
취도, 독립 및 책무을 증가시키는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
다. 수백 명의 파트너가 우리 학생에 대한 믿음으로, 학생을 
최우선으로 두는 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우리의 이런 움직
임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이민자의 딸로서, 로스앤젤레스 동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
으며, 1세대 대학 졸업자 인 본인은, 로스앤젤레스 청소년
들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있었고 나는 우리 커뮤니티의 힘에 대해 배웠습니
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교육 정의를 요구하며, 
모든 학생들이 100 % 졸업할 수 있도록, 내부와 외부 모두 
함께 협력함으로써 대담하고 낙관적이며 공격적으로 노력
합시다.
 
이런 일에 대한 귀하의 신뢰와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팀과 저는 이곳에 귀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든지 (213) 241-6180으로 문의하십시오.
 
 
 
 
모니카 가르시아 올림
 
로스앤젤레스 교육위원장

업데이트 받으세요!

 
@BoardDistrict2
@BoardDistrict2

우리 website 로 가시면 E-뉴스레터 사인 업 하
실수 있습니다!

www.garcia.laschoolboard.org
 

우리싀 소셜 미디어에 최신 뉴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Follow 하세요!

 
 

Read, Write, Think & Believe
읽자, 쓰자, 생각하자, 믿자



98% 의 학생들은 유색 인종입니다

90% 의 학생들은 라티노입니다

31%의 학생들은 영어 언어 학습생입니

다.  

70% 의 12학년생들이 2017                         

년에 고교를 졸업했습니다         

81,000 명 이상의 학생들

216 개 학교

중요한 정보

우리의 밸류들은 커뮤니티, 우수 그리고 노력

입니다.

우리의 밸류

우리의 사명과 
비전

우리 지구는 자랑스럽게 다음과 같은 지역을 제공합니

다: Adams-Normandie, Boyle Heights, 

Chinatown, Downtown, Echo Park, El Sereno, 

Elysian Heights, Koreatown, Lincoln Heights, 

Little Tokyo, MacArthur Park, Pico Union, South 

L.A., Wilshire Park, Unincorporated East LA, 

University Park.

우리의 지구

모니카 가르시아 교육위원장 부서의 주요 캠페인 

공약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A-G 필수조항, 학급에

서 아침식사 제공, 학교 문화 권리장전, 131개의 

신설 학교 건설, 웰니스 센터 결의안, 형평성 정의 

그리고 우리의 상징적 프로그램: GO East L.A., 

GO Central City, GO Trade Tech and GO 

Southeast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

우리는 관련 구성원들, 교사, 부모 및 옹호
자와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학
생들이 받아 마땅한 훌륭한 교육구를 건설

할 것입니다.
Obama 대통령이 학생들의 중퇴률 위기를 
해결하고 형평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우리에게 촉구했을 때, 우리는 로스앤젤레
스의 학생들을 위해 행동했고 기대치를 높

혔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진학 및 취업
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학생과 가족이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구에 대한 교
육 접근성과 형평성을 위한 과제를 구축하는 것
입니다. 
 

우리는 내부 및 외부 구성원들의 지원을 구축하
여, 우리 학생들의 필요를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우선으로 두는 정책을 만들어낼 것을 확신합니
다.

2006 년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0% 졸업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