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가을 LAUSD 학교 칼렌다 설문조사
주요 질문 사항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의 최우선 순위들 중 하나는 높은 졸업률을 달성하고 학생들의 대학 및
커리어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LAUSD 단일-트랙 칼렌다에는 180 학습일자, 수업을 하지 않는 이틀의 교사 수업 준비일, 그리고
연방, 주 및 교육구 공휴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위원회는 칼렌다를 매년 승인합니다.
더불어, 교육위는 “비정규 일”을 승인하는데 이런 날짜는 교사와 학생이 높은 결석률을 보이는
날짜들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이런 경우, 학교는 문을 닫지만 중앙 지원부서는 오픈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단일-트랙 학습지도 칼렌다는 노동일 후에 시작하여 그 다음 해의 6 월 말에
종료됩니다. 2000 년 초부터, 고교 교장들은 교육구에 “조기 개학” 칼렌다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2-13 학년도에 조기 개학 모델을 교육구 전체에 시행하기 전에, 17 개교의
고등학교 그리고 1 개교의 초등교가 시범적인 조기 개학 모델을 2 년 동안 성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조기 개학 스케줄의 경우 고교생들은 겨울 방학하기 전에 첫 학기말 시험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및 대학에서 요구하는 배치 시험들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습니다. 학년도를
6 월 초에 마치게 되면, 여름 방학 동안의 취업의 경험과 섬머 칼리지 프로그램 초이스가 더
많았다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3 년 동안의 단일-트랙 학습지도 칼렌다를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월 중순에 개학했던 2012-13 년 이후 일부 학부모들과 직원들은 교육구에 개학일을 8 월 말 또는
9 월 초로 “뒤로 늦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가족 여행이 가장 큰 이유로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응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2015-16 칼렌다를 8 월의 한 주를 뒤로
늦쳐지게 개학하는 칼렌다를 채택했습니다. 매년 학년도 칼렌다를 크게 변경할 경우 학생
가족들에게 혼란이 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Ramon Cortines 총 교육감은 2016-19 칼렌다
제안건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왜 교육구는 학교 칼렌다에 대하여 가족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까?
학교 칼렌다는 600,000 명의 학생 가족들 그리고 수천명의 고용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구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Cortines 총 교육감이 본 건의안을 앞으로 3 년
동안의 학교 칼렌다로 채택을 받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교육구는 탄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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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위는 총 교육감의 건의안 그리고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최종 칼렌다 채택건에 대해 표결할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이용될 것입니까?
이 결과는 엘에이 통합교육구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할 것입니다. 교육위는 2016 년 6 월 최종
칼렌다 표결이 있기 전에, 이런 정보를 검토할 것입니다.
본인은 9 월 말에 있었던 전화 설문조사에 이미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설문조사에 답해야
합니까?
9 월에 있었던 전화 설문조사에 58,000 여명의 학생 가족들이 답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었지만, 많은 패밀리와 직원들은 설문조사를 완성하기 전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었고
다시 질문을 해달라고 하거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화 설문조사
있는지 시간이 지났고, 응답자들도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는 다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9 월 것과 동일합니다.
교육구는 2015 년 9 월 25 일과 26 일에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누적 집합시킬 것입니까?
예, 이전의 설문조사 결과는 두 번째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엘에이 통합교육구 커뮤니티에서
공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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