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조정 책임 계획 (LCAP) 자료표 Korean 

2013-14 학년도에 캘리포니아 주는 새로 시행되는 유치원-12 학년 기금법인 지역 관리를 위한 기금 마련 계획(Local Control 

Funding Formula (LCFF)을 통해 학생들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LCFF 의 일원으로 로랜드 통합 

교육구 (RUSD)는 우리 커뮤니티의 교육적 우선순위에 맞는 3 년간의 지역별 책임제 관리안(LCAP)에 밎추어 개발, 채택 및 

연간 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LCAP 에는 학부모와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계획은 교육구 목표 및 모든 

학생과 특정 소집단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 영어 습득자, 위탁아동)및 아래에 기입된 8 가지의 가주 우선 사항에 대한 목표와 

발전 지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RUSD 의 2013-14 학년도 계획안은 2014 년 6 월 24 일 교육 위원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RUSD 의 LCAP 및 자세한 정보 및 비데오는  www.RowlandSchools.org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LCAP 8 가지 우선사항 

 

http://www.rowlandschool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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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LCAP 2019 설문조사 학부모/커뮤니티 회의 

 

 

2019년3월 7일  - 3월  28일 LCAP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 시작 

(설문조사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로 가능합니다) 

www.RowlandSchools.org및 모든 학교 웹사이트& Android 

와Apple iOS devices 무료 로랜드 교육구 모빌 엡에서 

가능합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SHELYN 초등학교 
Multipurpose 교실 

  19500 E. Nacora Street  
  Rowland Heights, CA 91748 

  R l d H i h  CA 

6 – 8 PM      LCAP 학부모/커뮤니티 회의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NOGALES 고등학교 
Multipurpose 교실                   
401 S. Nogales Street                 
La Puente, CA 91744 
 

 
 

 

 6 – 7:30PM 

 

LCAP 학부모/커뮤니티 회의 

 

 

*이 회의내용들은 LEA 계획수정에 반영될것입니다. 

로랜드 통합 교육구 중점 LCAP 부문 
 

 

우리 커뮤니티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9-20 LCAP 개발 및 갱신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RUSD Communications Office 
(626) 854-8352 로 연락하십시오.  

√  학습 실력 향상  

√   성취도 격차 좁히기 

√   대학 및  진로 준비 

√   공통 핵심  기준 

√   21 세기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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