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총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서
보낸 서신
친애하는 엘에이 통합교육구 패밀리께,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엘에이 통합교육구) 모든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의 훌륭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협조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의 중점적인 초점이며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라도 우리의 핵심 초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패밀리 자원 가이드를 통해 파업 발생
시, 귀하가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답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
교장에게 연락하거나 www.LAUSD.net를 검색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십시오.
엘에이 통합교육구는 공정한 계약 타결안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학생들과
그들의 패밀리를 우선시합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학생들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Austin Beutner,
총 교육감
Mónica García,
교육위원장,
교육위원 제 2 지역

Scott M. Schmerelson,
교육위원 제 3 지역

Nick Melvoin,
교육위원 제 4 지역

Kelly Gonez,
교육위원 제 6 지역

Dr. George J. McKenna III,
교육위원 제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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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Richard Vladovic,
교육위원 제 7 지역

개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패밀리 자원 가이드를 통해 파업 발생
시 패밀리와 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는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청결하며, 협조적인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와 로스앤젤레스 교사 노조(UTLA)와의 계약
합의안이 진행 중입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는 공정한 계약을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학생들과 패밀리를 우선시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캘리포니아 공공 고용 관계 위원회(PERB)는 이런
계약 합의안을 중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목표는 타결안을 찾고
우리 학교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PERB는 단체
교섭권 법률를 관장하며 분쟁 해결을 돕는 주 정부 기관입니다.
이 안내서를 통해 다음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출석, 학교 스케줄 및 급식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의응답.
• 파업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보를 받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자녀의 학교에 자원봉사하는 방법들이 포함된
계획을 세운다
• 자녀에게 파업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 자녀 학교 및 기타 엘에이 통합교육구 부서의 연락 정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학교를 계속 오픈하여 학생들에게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총력를 기우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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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업이란 무엇입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이 계약을 협상하는 동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고용인이 작업 중단 또는 파업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업 발생 시, 학생은 학교에 출석합니까?
예. 학생은 매일 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는 오픈될 것이며 학생들은 학습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학교 스케줄이 변경됩니까?
아닙니다. 학교 시간, 아침 및 방과후 프로그램 및 급식은
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 학교 스케줄은 지켜질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 스케줄 변동이 있다면,
귀하는 즉시 통지 받을 것입니다.
학교는 급식을 계속 제공합니까?
예. 급식 서비스는 변동이 없으며 각 학교는 정규적으로
예정된 급식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파업 기간 중에도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배움이
계속되나요?
예. 학습지도는 유자격 엘에이 통합교육구 직원들에 의해
제공될 것이며, 이에는 자격증 소지 직원, 일반 직원,
유자격 대리 직원 또는 재배정된 행정관들이 포함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까?
예. 직원들은 각 교정을 감독하여 항상 학생의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자녀의 학교 교실, 운동장 또는 놀이터에서 자원봉사하여
학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교장에게 연락하거나 https://achieve.lausd.net/
Page9647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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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생님들을 좋아합니다. 왜 엘에이 통합교육구와 UTLA
는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합니까?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소중히 여기며 존경하지만, 우리는
또한 학생들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우리가 합의하는 계약에 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엘에이 통합교육구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 진학 및 커리어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학교에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생활비는 높습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는 왜
교사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지 못합니까?
엘에이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는 2018 년 6 월에 교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6 %의 급여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교사는 2014-17 년 동안 단계적으로 10 %의 급여
인상을 받았습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는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여 경쟁력있는 교사 연봉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싶지만, 우리는
반드시 교육구 재정 한도 내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 교사 연봉의 평균은 75,000 달러이며 자신과
부양 가족을 위한 완전한 의료 혜택을 포함하는 평균 총 봉급
연봉은 110,000 달러입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의 자금을 어떻게 늘릴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부는 교육 자금을 관리합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는 새크라멘토로부터 교육구 자금의 약 90
%를 받습니다. 현재 학생당 금액 인 16,000 달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와 노조 파트너, 학생,
패밀리와 커뮤니티는 공립 교육 자금을 늘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향해야 하는 길은 새크라멘토에서
시작됩니다.
엘에이 통합교육구는 기타 노조 단체와 합의에
도달했습니까?
예. 본 교육구는 기타 노조 단체들과는 합의안에 도달했고,
이는 교육구 전체 노동력의 약 65 %에 해당되며, UTLA와도
같은 합의에 도달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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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상황을 어떻게 준비해야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와 정기적으로
대화하십시오. 이런 경험이 자녀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시키십시오
엘에이 통합교육구 이머젼시 카드에
귀하에 대한 최신의 정보로 적혀있는지
확인하여, 학교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학교는 최근의 전화번호, 이메일 및
집 주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교가 자녀가 복용하는 약에 대한 최신의
목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학교
행정관과 함께 약 복용법, 특히 Epipens
와 Glucagon 같은 비상용 주사제의
경우, 이를 투입하는 행동 계획안을
마련하여, 모든 의료 케어에 대한 필요를
준비하십시오.

학교 스케줄 및 활동
학교 시간, 아침 및 방과후 프로그램
및 급식은 변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 학교 스케줄은 지켜질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 스케줄 변동이
있다면, 귀하는 즉시 통지 받을 것입니다.
해당 학교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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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니까: 계획을 세우십시오

휴대폰 사용
엘에이 통합교육구 휴대폰 방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정보 제공
귀하의 학교는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불어, 음성 메일, 이메일,
문자, 소셜 미디어를 업데이트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www.lausd.net를
검색하여 더 많은 정보와 최신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A+

성적 및 과제
학부모 포털을 통해 성적과 과제를
확인하십시오. 해당 웹사이트: https://
passportapp.lausd.net/parentaccess/.

참여하십시오
자녀의 학교 교실, 운동장 또는
놀이터에서 자원봉사하여 학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교장에게 연락하거나 https://
achieve.lausd.net/Page9647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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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대해자녀와 대화
하는 방법
파업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자녀와 대화하기를 권장합니다. 연령대별로 자녀와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자녀를 안심시키십시오. 파업은 일시적이며,
합의가 도달되면 직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설명해주십시오.

계속 학업에 집중하십시오. 자녀가 학업에 계속
집중하도록 격려해주십시오.

K-5 학년생 자녀. 이런 상황을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인들은 사이에는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함께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자녀에게 말해주십시오. 파업에 대한 대화는
자녀의 연령에 적합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하여 파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시켜주십시오.

6-12학년생 자녀. 이런 상황을 자녀에게 배움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자녀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의견을
설명하십시오: UTLA 와 교육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합의안에도달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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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로스앤젤
귀하의 학교에 전화하십시오
귀하의 학교에 연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해당 학교의
연락 정보를 원한다면, 다음을 검색하십시오: schooldirectory.
lausd.net/schooldirectory.

로컬 교육구 교육감
북동부 로컬 교육구
Linda Del Cueto
linda.delcueto@lausd.net | (818) 252-5400
8401 Arleta Ave., Sun Valley, CA 91352
북서부 로컬 교육구
Joseph Nacorda
joseph.narcorda@lausd.net | (818) 654-3600
6621 Balboa Blvd., Lake Balboa, CA 91406
서부 로컬 교육구
Cheryl P. Hildreth
cheryl.hildreth@lausd.net | (310) 914-2100
11380 W. Graham Place, Los Angeles, CA 90064
동부 로컬 교육구
José P. Huerta
jose.huerta@lausd.net | (323) 224-3100
2151 N. Soto St., Los Angeles, CA 90032
중앙 로컬 교육구
Roberto Antonio Martinez
roberto.a.martinez@lausd.net | (213) 241-0126
333 S. Beaudry Ave., 11th floor, Los Angeles, CA 90017
남부 로컬 교육구
Michael Romero
michael.romero@lausd.net | (310) 354-3400
1208 Magnolia Ave., Gardena, CA 9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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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레스 통합교육구로 연락하십시오
학부모 및 커뮤니티 서비스
1360 West Temple Street
Los Angeles, CA 90026

전화번호: (213) 481-3350
팩스번호: (213) 481-3392

엘에이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제 2 지역
Mónica García, Board President
monica.garcia@lausd.net
(213) 241-6180

교육위원 제 5 지역
Aixle Aman, Chief of Staff
aixle.aman@lausd.net
(213) 241-5555

교육위원 제 4 지역
Nick Melvoin, Board Vice President
nick.melvoin@lausd.net
(213) 241-6387

교육위원 제 6 지역
Kelly Gonez
kelly.gonez@lausd.net
(213) 241-6388

교육위원 제 1 지역
Dr. George J. McKenna III
george.mckenna@lausd.net
(213) 241-6382

교육위원 제 7 지역
Dr. Richard Vladovic
richard.vladovic@lausd.net
(213) 241-6385

교육위원 제 3 지역
Scott M. Schmerelson
scott.schmerelson@lausd.net
(213) 241-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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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333 South Beaudry Avenue, Los Angeles, CA 90017
WWW.LAUSD.NET
Follow us on:
: @LosAngelesSchools
: @LASchools
: @LASchools
노조 현황: https://achieve.lausd.net/Page/15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