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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정   

책임 계획 및 연간 

업데이트(LCAP) 서식   

부록: 전반적인 안내사항 & 규제 요구사항  

부록 A: 우선 사항 5 그리고 6 비율 계산 

부록 B: 안내 질문: 참고용 (제한되지 않음) 

LCFF 평가 기준 [노트: 이 문구는 LCFF 평가 기준 웹페이지가 

나오면 그 페이지로 하이퍼링크될 것임]: 이 LCAP 의 작성을 돕는 

필수적인 자료. LEA 의 총 자료 세트를 분석하기 바람; 기준의 특정 

링크는 서식에도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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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 계획 요약 
 

요약 

학생들과 커뮤니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LEA 가 이들을 지원하는지 설명하시오.  

TUSD는 TK-12학년까지 24,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구로 1개의 지속학교와 1개의 대체 고등학교 외에 17개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를 통해 학생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음. TUSD는 또한 Launch 프리스쿨 프로그램과 3개의 

성인 학교를 통해 좀 더 큰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음. 

 

TUSD는 1947년에 설립되었고 1948년에 통합됨. 토랜스 통합교육구는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의 남서쪽에 있는, 사우스 베이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음. TUSD는 남쪽으로는 팔로스 버디스 페닌슐라, 서쪽으로는 비치 도시 – 리돈노, 허모사, 그리고 

맨해튼 비치, 그리고 북쪽으로는 런데일과 핫돈 도시와 접해 있음. 교육구는 토랜스 전체 도시를 지원하며 5명의 교육 위원회 

멤버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사명 선언문: 

토랜스 통합교육구는 각각의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아 성공적인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하며, 국제 사회에 공헌할,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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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검토  

LCFF 평가 기준, LCAP 목표를 향한 진척, 지역 자체 평가 도구, 이해관계자의 조언, 또는 다른 정보가 포함된 자체 

수행 지표와 주의 지표상 수행의 검토에 근거하여, LEA 는 어떠한 발전이 가장 자랑스러우며 어떻게 LEA 는 그 성공을 

유지하거나 쌓아갈 계획인가? 여기에는 저소득 학생, 영어 학습자 및 수양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과거 증가 또는 

개선이 이들 학생의 수행 향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가장 큰 발전 

TUSD는 영어에 있어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학생들이 66%로 3% 향상되었으며, 수학 

성적은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학생들이 58%로 주의 평균을 능가하여 SBAC 성적에 있어 

놀라운 초기 발전을 보임. 또한 TUSD 내의 모든 하위 그룹의 졸업률은 95.4%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이는 주로 연장 학교 기회, 특수 학급, 그리고 학업 여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점 회복 

및 성적 향상 코스의 동시 등록을 포함하는 전략적 노력으로 인한 것임. 사실, 모든 TUSD의 학생 

인구 통계 그룹의 졸업률은 93% 이상임.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TUSD는 교사 전문적 개발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과 리소스에 의한 효율적인 

기준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옴. 의무 비용 상환 자금의 일회성 자금을 활용하여, TUSD는 영어, 

영어개발, 수학, 읽기, 과학 및 사회과학 영역에서 폭넓은 교육, 워크숍 및 수업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리소스 교사라는 특별직에 12명 이상 교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였음. 또한 기준을 실행하는 

데 있어 꾸준하고 전략적인 발전의 강조는 공통 형성 평가 결과로 입증되는 교육적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공통 교과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교사팀이 매주 만나는 학교 기반의 전문 학습 

커뮤니티로 확대됨.  

 

목표 및 중요 하위그룹에 관해서는, 특별 보충학습 및 연장된 학습 기회뿐만 아니라 PLC의 노력이 

영어 재지정률의 눈에 띄는 향상을 만들어냄. 또한, 현재 우리의 중복되지 않은 학생 인구에 대한 

더 커진 관심으로, 특히 저소득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우리의 타이틀 I 학교 자료에서 증명하듯이 

영어와 수학 SBAC 성적에 있어 뚜렷한 향상이 있었음. 특히, 우리 초등학교들에서, 영어 

학습자들과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매일 읽기 보충 학습이 학생들의 전략적, 학년에 맞는 

읽기를 향상하도록 돕는 교실 소그룹 읽기 지도의 “두 배” 또는 연장을 제공함. 이 외에, 우리의 

타이틀 I 학교들에서는, 읽기 보충학습이 중심이며, 학생들은 현재 필요할 때마다 또는 심지어 매일 

튜터시간이나 “파워 아워”시간에 집중적인 수학 지원을 받을 기회를 가짐. TUSD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비교하여 0-3년된 영어 학습자 인구가 더 높은 반면(33,6% 대비 27.4%), TUSD의 

위험에 있는 LTEL 비율은 LA 카운티의 5.7% 대비 3.5%로 더 낮음. 게다가, 6년 이상된 학생의  

TUSD LTEL 학생 비율은 LA 카운티의 8.9%와 비교하여 6.4%임.  

 

 

LCAP 중요사항  

이번년도 LCAP 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간략하게 요약하시오.  

TUSD LCAP은 최고 및 최적의 교육 기관을 보장하도록 전문적인 개발을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배움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5가지 목표로 구성됨. 또한 각 아동이 성장하고 자신의 학습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각 아동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의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모든 교실에서 학생 중심에 강조를 둠. 마지막으로, 

TUSD는 모두와 함께 깊고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만들고, 의사 결정하는 데 있어 학부모, 가족 및 좀 더 큰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자 및 리더가 되고자 함.        

 

올해 LCAP의 새로운 주요 특징은 다음을 포함함: 

 교육 전문가들을 포함한 유도 확장  (특수 교육) 

 전문 학습 커뮤니티 (PLC) 와 전문 개발 (PD)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강조   

 모든 교사와 특수 교육 보조교사에 대한 헌신적인 전문 개발   

 긍정적 행동 조정 및 지원 (PBIS)의 확장  

 학부모 참여 계획팀과 커뮤니티 지원팀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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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부모 참여와 관련하여, TUSD 는 현재 한 명의 풀타임 가족 & 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TUSD 에 등록하는 첫날부터 최대한 초기에 적절한 지원으로 가족과 

학부모들을 연결하고, 커뮤니티 기관 및 서비스로의 연결을 확대함. 이 코디네이터는 우리의 

TUSD DELMAC 컨퍼런스에서 대표하는 협회 수를 14 개 그룹에서 25 개 그룹으로 늘린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부모 참여 행사에서 확대된 커뮤니티 참여를 발생시켰으며, TUSD 건강 및 

복지 박람회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 마지막으로, 유창한 스페인어 구사자로, 우리의 

코디네이터는 우리의 연간 스패니쉬 학부모의 밤 행사에 학부모들에게 특강을 제공했으며 전부 

스페인어로 TUSD 내의 많은 새로운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     

 

LCFF 평가 기준에 따라, 전반적 수행이 “빨간” 또는 “오렌지” 수행 항목에 드는 것에 대한 주의 지표나 자체 수행 

지표를 파악하거나 어디에서 LEA 가 “충족 안 됨” 또는 “2 년 이상 충족 안 됨” 평가를 받았는지를 파악하시오. 또한, 

LEA 가 자체 수행 지표나 다른 자체 지표의 검토에 근거하여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영역을 파악하시오. 

개선이 가장 필요한 이러한 영역들을 다루기 위해 LEA 는 어떠한 단계를 밟을 계획인가?  

가장 필요한 것 

“빨간”이나 “오렌지”로 표시된 교육구 차원의 LCFF 대시보드 항목은 없음. 개별 학교는 학생 

성취를 위한 단독 계획 (SPSA)의 목표와 활동 안에 모든 “빨간” 이나 “오렌지” 수준을 다룰 

것임.    

 

징계로 회부된 특수 교육 학생들과 연관된 고등학교에서의 정학률이 다른 학생 인구보다 더 

높은 비율로 나옴에 따라 1단계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조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모든 

직원을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케이스 담당자들을 위한 행동 조정 계획 교육의 필요가 나옴.   

 

자체 자료를 모아 연간 및 표준 자료와 합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옴. 특히, 9-12학년의 경우, 

11학년만 SBAC를 치르기 때문에 영어, 수학 및 다른 핵심 과목의 핵심 영역에서 시간에 걸친 

학생 개별 진척을 보는 데 연간 평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움.     

 

영어 학습자들은 계속 주의 평균보다 높은 성취를 하는 인구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음. EL 학생 A-G 완료는 모든 4개 고등학교에서 다른 학생 인구보다 여전히 일관되게 낮으며, 

이는 더 나은 과목 접근이 필요하거나, 학생 준비를 향상하기 위해 언어 개발에 대한 개선된 

지원의 필요를 나타냄. 또한, IEP를 가진 영어 학습자에 대한 편의 및 수정에 대한 실행과 이해의 

일관성이 직원들 사이에서 부족하여, 전문 개발에 대한 필요가 지적됨. 유치원-12학년의 모든 

교사는 특히 EL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전략과 언어 목표에 관해 ELA/ELD 체계에 맞춰진 

ELD 기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다양한 학부모 그룹과 긴밀히 일한 후, 특히 컴퓨터가 없는 가정 또는 바빠서 냉장고에 붙이는 

문서 형태의 통신문이 필요한 가정들을 위해 전자 및 문서형태 통신의 균형에 대한 필요가 

지적됨. 모국어로 된 통신, 특히 스페인어로 된 통신이 일관되게 있지 않으며, 학부모들은 많은 

분이 일터에 있는 정규 수업시간 외에 학교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확장된 기회를 요청함. 

궁극적으로, 학부모들은 가장 가능한 성공 진로에 자녀들을 놓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시의적절하면서 일관된 기준의 향상된 정보를 찾고 있음.     

LCFF 평가 기준에 따라, 어느 학생 그룹의 수행이 “모든 학생” 수행보다 2단계 이상 수행 수준이 낮은지 주의 

지표를 파악하시오. LEA가 이러한 수행 격차를 다루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을 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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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격차 

교육구 차원에서, 정학률에 대한 대시보드 자료는 아메리칸 인디언 학생이 "모든 학생" 수행보다 

2단계 낮은 수행 수준 비율로 정학 되었음을 나타냄. 2013- 2014년도에, 3명의 아메리칸 

인디안 학생들이 정학 되었으며 2014-15년도에, 4명의 학생들이 정학 되었으며, 총 학생 

수(90)로, 2.1%에서 5.4%로 증가된 비율의 결과를 낳음.   

 

TUSD 는 모든 학교가 모든 학생 (특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학의 결과를 낳을 행동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늘리기 위해 특히 아메리칸 인디안들에 대해)에게 추가 행동 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SPSA 목표와 활동 안에서 구체적인 단계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이 특정 학생 그룹을 

자세히 관찰할 것임.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이전에 다뤄지지 않았다면, LEA 가 저소득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및 수양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늘리거나 

개선할 2-3 가지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파악하시오.    

1. 모든 학년에 Response to Intervention (RTI) 전문가.   

2. 학교에 인적 자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자 (EL) 학생들의 지원 강조.   

3. 홈리스 및 수양 청소년 학생들과 가정들을 도와주는 중앙 코디네이터와 팀.   

4. 차별화된 학습 경험을 증진, 개발하고 향상하기 위해 모든 학업 영역과 학년의 모든 교사를 위한 전문적 학습 커뮤니티와 

전문 개발. 

5. 목표 및 학업 부진한 학생 그룹들을 위한 전략적 교육 및 지원을 만드는 데 전념하는 교육구 차원의 전문적 개발의 날.  

 

예산 요약 

아래의 표를 작성하시오. LEAs 는 그래픽을 포함하여, 추가 정보나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음.    

설명 금액 

LCAP 연도 총 일반 자금 예산 지출  $239,712,000  

LCAP 연도의 LCAP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활동/서비스에 대한 총 예산 자금   
$161,589,300 

LCAP 은 포괄적인 계획 툴이지만 모든 일반 자금 예산 지출을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음. LCAP 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LCAP 연도를 위해 위에 명시된 모든 일반 자금 예산 지출을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1. 이 LCAP의 목표와 활동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특수 교육 비용.   

2. 교육감, 임원들, 그리고 다른 LCFF 기반-자금의 중앙 관리자들 및 다른 교직원 비용.   

3. 비즈니스 서비스, 인사부, 회계 서비스, 정보 기술, 운송, 구매 및 관리 서비스에 제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중앙 부서들.   

4. 학교 및 부서 일반 용품 및 운영 자금을 위한 모든 LCFF 기반-자금 예산.   

5. 비-교과적인 영역과 관련된 특수 연방자금 및 개별 프로그램.   

$198,200,000 (또는 LCFF 기본 $183,212,000) LCAP 연도에 총 예상되는 LCFF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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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업데이트 검토한 LCAP 연도:   2016–17 

목표 

1 

1. 시설 및 충분한 교육 자재를 포함하여 모든 기본 서비스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질이 뛰어난 교사들과 행정관들을 효율적으로 채용, 개발 및 보유. 

이 목표가 다룬 주와/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 

예상 실제 

 완전한 자격을 갖춘 적절하게 배치된 교사들 100% 준수 유지 

 교사 교육에서 나온 설문 조사 및 긍정적인 정성 자료 결과 

 공석에 대한 신청자 풀 분석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분기별 시설 상태 보고서 및 연간 교육 자재 설문조사에서 발견된 것이 없거나 

해결된 모든 문제. 

 교육구는 교사 자격 및 과제/배정을 100% 계속 준수함.  

 교사 교육 설문조사 결과가 목표 2 성과에 자세하게 기재될 것임.  

 신청자 풀 분석을 보면 대부분의 나열된 공석이 여러 자질과 자격이 있는 

신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분기별 시설 상태 보고서에 보고된 모든 문제가 해결됨; 교장의 입증양식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충분한 교육 자재를 갖고 있음.   

 

활동 / 서비스  

 

 활동 
A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공석을 채우고 채용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 소통하고, 최고 자질의 

교사들을 채용하는 추가 수단을 탐색 

실제 

TUSD 에 일할 희망을 키우고 학습을 최상화하기 위해 학생 교사들과 인턴의 

적절한 배치를 확실히 하도록 대학들, 특수 교육 부서 및 학교와 협력하여 

일함. 전반적인 학생 교사 경험 및 학습 성장을 향상하기 위해 학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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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를 분석함. 이번 해에 우리는 재배치를 고려할지도 모르는 최고 자질의 

교사들 채용을 검토하기 위해 우리 지역이 아닌 몇 개 대학 채용 박람회를 

추가함.     

지출 

예산 

없음 

추정 실제 

없음 

  

활동 
B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신입 교사 지원 및 평가 리소스 교사들을 확장하여 이 프로그램을 

통해 TUSD 의 모든 1 년차와 2 년차 교사들을 위한 지원 제공.    

 

필요할때마다 BTSA 리소스 교사들의 수를 조정하여 18 명의 

신입 교사들 대비 1 명의 리소스 교사 비율로 참여하는 교사들을 

지원.     

실제 

교육구 차원 – 소개 리소스 교사들 (5 풀타임). 

관리자 3 인조 개별 학습 계획 (ILP) 회의: 학교 목표를 논의하기 위해 지원 

코치, 참가하는 교사 및 행정관이 만남. 참여하는 교사와 지원 코치는 

참여하는 교사들을 위한 CSTPs 에 근거한 전문적 성장 목표를 창출하도록 

교육구 목표, 소개 목표 및 학교 목표를 3 각으로 만들도록 협력함.  

코칭 주기: 현재 이 프로그램에서 1 년차 교사들(30)과 2 년차 교사들(33)을 

지원하고 있음.     

지출 

예산 

LCFF 기본 

$645,000 – 인증직 급여  

$156,000 – 인증직 베네핏   

추정 실제 

교육자 효율성 보조금 

$476,000 – 인증직 급여 

$127,000 – 인증직 베네핏 

  

활동 
C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적절할 때 새로운 채택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 

적절한 양의 교과서와 기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충분한 교육 자재를 갖도록 보장.     

실제 

교과과정 책임자가 자료 주문을 포함하여; 유치원-8 학년의 새로운 영어 

자료에 대한 채택 과정을 진행함. 모든 영어 교재는 학교에 전달되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부됨. 9-12 학년의 경우, 2017 년 6 월까지 교재 채택 검토 

과정을 끝마치도록 기대됨.   

다른 교과 영역에 대한 교과서 교체뿐만 아니라, 수학 및 세계 언어 내 기타 

최근 채택을 위해 구매한 추가 교재/교과서.    

교장들은 모든 학생이 모든 학년과 교과 영역에서 충분한 교육 자료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윌리엄스 입증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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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예산 

LCFF 기본 

$875,000 – 책과 자료들  

추정 실제 

LCFF 기본 

$3,973,000  - 책과 자료들 

  

활동 
D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좋은 상태로 모든 시설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으로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보장.     

실제 

관리 및 운영 직원들이 모든 학교와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수리와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함. 수리가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분기별 시설 

상태 보고서.     

지출 

예산 

LCFF 기본 

$6,700,000 – 서비스 & 기타 비용   

추정 실제 

LCFF 기본   

$6,00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활동 
E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TUSD 에 새로운 모든 교사를 위한 여름 토랜스 교사 학교.    
실제 

여름 TTI 세션이 8 월 30 일-9 월 1 일까지 제공됨: 초등 및 중고등 

영어/사회, 중고등 수학, 과학, 다른 교과 영역, 초등 영어 (Guided 

Reading 소그룹 읽기 지도), 초등 수학, 영어와 통합된 초등 NGSS, 체계, 

기준 & 수업 설계, 교실 관리, 형성 평가, 차별화, ELD 체계, 기술 통합, 갈등 

해결, 특수 인구 고려. TTI 설문조사 자료 수집함.      

지출 

예산 

LCFF 기본 

$75,000 – 인증직 시간당   

추정 실제 

LCFF 기본 

$61,200 – 인증직 시간당 

$3,000 – 책 & 자료 

$2,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활동 
F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모든 학교에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인증직 교직원 공급.  

실제 

인증직 직원은 다음과 같음: 담임 및 비담임 직원 = 1,273; 행정관 = 72. 

모든 인증직 직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 교섭 합의 언어 및 

급여 스케줄 검토, 최고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 단체 교섭을 통해 토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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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협회와 지속적으로 만남.   

올해까지, 당사자들은 각 제안을 협상하기 위해 세 차례 만났으며 모든 인증직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효율성과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언어와 직원들의 급여 

업무를 통한 언어 인식과 보상에 대해 논의함.   

지출 

예산 

LCFF 기본 

$76,242,000 -  인증직 급여;  

$21,702,000 – 인증직 베네핏  

추정 실제 

LCFF 기본 

$82,700,000 – 인증직 급여 

$22,830,000 – 인증직 베네핏 

  
 

분석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성과 자료를 포함하여, 실제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 자료를 사용하시오.   

Empty Cell 

서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실행을 설명하시오. 

이 목표 달성을 향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음. 이 활동과 서비스는 적절하였으며 자금 조달 가능성을 기다리는 동안 

지속되길 기대함. 이 실행은 여름 토랜스 교사 학교의 성공뿐만 아니라, 새롭게 채택된 교육 자료들의 정리와 배부로 

강조됨.  

LEA 가 측정한대로 서술된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설명하시오.  

예상되는 성과에 대한 보고된 진척에 근거하여, 이 목표의 활동/서비스 내 효율성에 대한 증거가 있음. 특별히, 자격이 

있는 인증직 직원들의 채용과 지속적인 고용을 지원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시스템은 계속 효과적임. 또한, 

시설 유지와 교육 재료 배부 내 직원의 활용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창출하는 데 지속적인 능력을 

만들어냄.    

예산 지출 및 추정 실제 지출 간의 실질적 차이를 

설명하시오.  

예산과 실제 지출 간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유치원-8 학년의 영어 자료의 첫 대량 구매로 인한 자료 구매임. 이 

자료들은 구매되었으며 필수 위원회 인증 자료 채택의 범위내에서 7 년간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영어 교재로 제공될 

것임. 예상되는 시설 관리 비용은 채권 정책 및 현대화 프로젝트로 인해 더 낮아짐.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분석 및 이 분석의 

결과로써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 예상되는 

성과, 지표 또는 활동 및 서비스에 변경된 것을 

설명하시오. 그러한 변경을 LCAP 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시오.   

공석 시 여전히 채우기가 어려운 주요 교사직(특히 특수교육)이 있음. 인사부는 가능할 때마다 “인턴” 후보자들을 

포함하는 방법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들과의 현재 관계를 강화할 것을 고려할 것임. 여름 토랜스 교사 학교는 

여름에 더 일찍 고용된 후보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초 교육 경험에 늦게 고용된 교사들을 포함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임. 

우리는 새로운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 교육 교사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파악 중임.   

교사 공석을 지원하는 인사부는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1.1 에 다뤄짐. 여름 토랜스 교사 학교 및 특수 교육 소개는 

목표/활동 1.2 에 다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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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2 
TUSD 는 유치원-12 학년을 위한 커먼 코어 주의 기준 / 다음 세대 과학 기준, ELD 기준 및 체계와 다른 성과 기준을 실행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환경을 

최상화할 효율적이며,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전문 개발 모델을 실행할 것임.   

이 목표가 다룬 주와 /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 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 

예상 실제 

 모든 교사는 안건, 회의록 및 조사를 통해 모은 자료에서 측정한대로, 교육구 및 학교가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모든 기준을 

실행하는 데 있어 정기적/지속적인 전문 개발에 참여할 것임.   

 2015-2016 의 베이스라인 교사 설문조사 자료의 전문 개발 세션의 효율성에 관한 교사 

설문조사 자료에서 긍정적인 응답 수를 유지 또는 늘림.   

 

 학교 PLC 및 교육구-주관한 전문 개발을 통해, 모든 직원이 교육 및 차별화 

전략에 관한 정규 및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함.   

 학생 성취 및 성과에 관한 차별화 전략을 포함하여 다루는 주제를 파악하는 

안건과 함께, 모든 발표/워크숍 자료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음.  

 워크숍과 교육 효율성의 교사 설문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변에 

바탕을 둠: “이러한 경험이 나의 교육 실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영어: 93% 동의/매우 동의 (512 응답) (94% 15/16) 

영어개발: N/A (100% 15/16) 

영재교육: 97% 동의/매우 동의 (95 응답) (85% 15/16) 

소그룹 읽기 지도: 96% 동의/매우 동의 (91 응답) (97% 15/16) 

소개: 86% 동의/매우 동의 (426 응답) 

수학: 96% 동의/매우 동의 (209 응답) – (92% 15/16) 

다음 세대 과학 기준: 99.4% 동의/매우 동의 (538 응답) – (9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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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B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차별화된 학습과 수업을 지원하고 학교 교사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수학 커먼 코어 교육. 여름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진행될 

전문적인 개발.    

 

실제 

TK-5 학년까지 115 명의 교사가 수학 수업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해에 6 개 그룹이 참가하고 있음. 여름 동안 8 번의 전문 개발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학년별로 차별화됨. 모든 수요가 충족되도록 차별화된 수업 

목표와 함께 포트폴리오 과제 및 공통 형성 평가 분석을 지원하였으며 CGI 

상위 아카데미가 제공됨. 32 개의 학년 팀들이 이제 막 수업 연구의 첫 주기를 

완료함. ST 수학과 LMS 를 제공한 출판사를 포함하여, 수학 디지털 콘텐츠가 

실행됨.    

지출 

예산 

LCFF 보충 

$150,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5,000 – 책 & 용품; 

 

추정 실제 

LCFF 보충 

$153,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500 – 책 & 용품 

활동 / 서비스 

 

활동 
A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차별화된 학습과 수업을 지원하면서, 교육, 모델 수업, 작문 

평가를 제공하고, 학교 교사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영어 & 사회 

커먼 코어 교사 교육. 여름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진행될 

전문적인 개발.    

 

활동 

다음과 같은 워크숍이 제공됨: 작문 연구, 한 해 동안의 맵, 모델 수업, SPED 

교육, 교과서/자료 교육; 역사 Soc. LACOE 와 TUSD 간의 체계 파트너쉽 

연구. 초등학생을 위한 D3 가 고학년/저학년을 위해 차별화됨; 9 개 초등학교, 

8 개 중학교와 4 개 고등학교를 포함한 참석자들 – 거의 모든 학년이 유치원-

12 학년을 대표함.    

Achieve 3000 과 LMS 를 제공한 출판사를 포함하여 영어 디지털 콘텐츠를 

실행함.   

지출 

예산 

LCFF 보충 

$150,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5,000 – 책 & 용품; 

 

LCFF 기본  

$50,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추정 실제 

 LCFF 보충 

$269,53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1,500 – 책 & 용품 

LCFF 기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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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FF 기본  

$50,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LCFF 기본 

없음 

  활동 
C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지원, 차별화된 학습과 수업을 제공하고 학교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한 과학/NGSS 교육. 여름을 포함하여 한 해 동안 진행될 

전문적인 개발.    

    

실제 

2016 년 9 월부터 12 월까지, 우리는 2-12 학년의 23 일간의 교육을 끝마침. 

우리 설문조사 자료는 2-8 학년의 교사의 99.3%가 우리의 교육이 자신들의 

실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 동의 혹은 매우 동의(292 

응답)하였으며 9-12 학년의 교사의 95.5%가 우리의 교육이 자신들의 

실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하였음을 보여줌. 

고등학교 리더쉽 팀은 모든 과목이 성과 기대에 부합하며 TUSD 의 다양한 

학생 인구들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코스 모델, 코스 경로, 그리고 

수학 맞춤을 논의하기 위해 두 차례 만남.   

  

지출 

예산 

LCFF 보충 

$250,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5,000 – 책 & 용품들; 

 

LCFF 기본 

$50,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추정 실제 

 LCFF 보충 

$82,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1,000 – 책 & 용품들 

 

LCFF 기본 

없음 

  활동 
D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차별화된 학습 기회를 가능하게 할 커먼 코어 주의 교과과정 

기준에 맞춰진 온라인 조사 데이터베이스 리소스, 계획 자료와 

정보문을 위해 TUSD 학교들과 유치원-12 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허가증 공급.    

  

실제 

교육구 차원의 허가증 공급: SIRs databases, Stemscopes, Reading A-Z 

licenses, Learn360 on-line system  

지출 

예산 

LCFF 보충 

$75,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추정 실제 

LCFF 보충 

$106,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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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E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모든 목표 및 부진한 학생 인구를 위한 차별화 및 Tier I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교육, 워크숍 및 전문 학습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효율성을 평가하고 조직하기 위한 전문 개발 

자료 관리 시스템을 실행.  

   

실제 

현재 My Learing Plan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과정에 있음. 모든 교육과 

워크숍 후 구글 설문조사를 활용함.    

지출 

예산 

LCFF 보충 

$5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추정 실제 

LCFF 보충 

$21,5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활동 
F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한 명의 풀타임 영재 교육 리소스 교사를 늘리는 것을 포함하여, 

영재교육 (GATE)과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   

 3-5 학년 학생들을 위한 GATE 시험. 

 3-8 학년들을 위한 방과 후 워크숍.  

 GATE 학부모 컨퍼런스. 

 학교 리더 교사들을 위한 GATE 교육.  

실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첫 2-3 가지 특별 주제를 완수함 (학교의 GATE 인구를 

바탕으로 각 주제로 열린 반복된 세션과 함께). 리더 교사 팀은 2 일간의 전문 

학습에 참여함. 64 명의 GATE  전학 학생들을 위한 검토 및 기록 요청이 

지금까지 완료됨. GATE 리소스 교사는 2 곳의 초등학교에서 수학 리소스 

팀과 협력하여 그들의 수업 연구를 통해 지원에 초점을 둔 차별화된 수업을 

제공함. 1,561 명의 3 학년 학생들이 전체 GATE 시험에 참여함. 4 학년과 

5 학년의 969 명의 학생이 봄에 GATE 시험에 참여할 예정임.     

지출 

예산 

LCFF 기본 

$115,000 – 인증직 급여; 

$30,000 – 인증직 베네핏; 

$85,000 –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추정 실제 

LCFF 기본 

$97,900 – 인증직 급여; 

$25,700 – 인증직 베네핏; 

$32,3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활동 
G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초등학교 교사들이 매주 추가 한 시간의 협력과 전문적인 개발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5 학년에 체육 교사 공급.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NGSS 리소스 

실제 

1-5 학년 팀들을 위한 협력 시간을 갖도록 7 (6.4 풀타임직)명의 초등학교 체육 

교사들 선정. 리소스 교사들 -6 영어, 6 수학, 2 NGSS; 추가로, CMAST/과학을 

위한 17 명의 학교 리더 교사들이 있음.   

영어 리소스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학교 체육 학년별 PLC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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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제공하고, 영어와 수학 CCSS 리소스 교사들과 학교 교사 

리더들 제공.  

  

    

참석함으로써 수업을 계획하는 데 교사들을 지원. 이 외에, 영어 리소스 교사들은 

개별 교사와 학년/부서 차원의 팀과 함께 학생 과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수업 

설계를 돕는 중학교 PLC 시간에 정기적으로 참석함. 영어 팀은 2 학년 교육을 위해 

NGSS 팀과 협력함. 작문 연구 – 파트너쉽이 30 개 학교 중 22 개 학교에 있음.      

예산 

예산 

의무 비용 상환 자금 

$1,785,000 – 인증직 급여; 

$465,000 – 인증직 베네핏  

추정 실제 

의무 비용 상환 자금 

$1,293,459 – 인증직 급여 

$372,453 – 인증직 베네핏 

 

 

분석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성과 자료를 포함하여, 실제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 자료를 사용하시오.      

Empty Cell 

서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실행을 설명하시오. 

초등학교 PE 교사들의 결과로 가능해진 PLC 시간으로 인해 모든 초등학교에서 협력하는 데 매주 참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워크숍 (여름을 포함하여) 에 눈에 띄게 높은 출석률에서 보듯이 이 활동/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실행되어옴.   

 LEA 가 측정한대로 서술된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설명하시오.  

150 일 이상의 세션/워크숍에 기초하여, 각 교육 행사가 자신들의 교육에 끼친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질문을 했을 

때, 높은 긍정적 영향이 교사에 의해 보고됨. 이 외에, 교사 방출 시간 동안 가능한 대체 교사들의 일일 할당의 최대 

활용 및 높은 교사 출석이 모든 학교, 행정관들 및 교사들이 교사 전문 성장에 전념한다는 추가 지표로 작용함.   

예산 지출 및 추정 실제 지출 간의 실질적 차이를 

설명하시오.  

현재 분석은 예산 금액과 실제 지출과의 작은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름 동안의 영어 교육은 교과서 채택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증가된 출석을 보였으며, 이는 시간당 교사의 실제 지출이 대략 $100,000 증가되게 하였으나, 다른 

여름 교사 교육이 예상 출석보다 더 낮아서 교사 교육/워크숍을 위한 보충 자금의 총 사용된 금액은 영어, 수학 및 

과학을 지정했을 때 목표에 맞춘 것으로 보임. 이 외에, 과학 교육의 경우, 9 월에 만료되도록 정해진 타이틀 II 자금에서 

이월된 큰 금액으로 인해, 그 교육과 관련된 비용의 $200,000 이상이 LCFF 자금 예산 대비 연방정부 자금에서 충족됨.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PE 교사와 리소스 교사 자리에 몇 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이 두 영역에서의 인증직 급여와 

베네핏 비용이 예산보다 훨씬 적음.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분석 및 이 분석의 

결과로써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 

예상되는 성과, 지표 또는 활동 및 서비스에 

변경된 것을 설명하시오. 그러한 변경을 LCAP 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시오.   

의무 비용 상환 자금이 끝남에 따라, 영어 및 수학 리소스 교사들을 포함하여, 중앙 부서 교과과정 지원에 있어 눈에 

띄는 감소가 있을 것임. 그러나 줄어든 한도 내에서, 여름 워크숍은 계속될 것임. 감소된 인력 충원은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2.3, 2.6 & 2.7 에서 확인할 수 있음.  

전자 리소스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제공될 것임. 교사 리소스와 관련된 

2017-2018 전자 리소스는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1.4 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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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모든 학생은 영어와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직업 기술 과목 및 체육과 같은 기타 과목을 포함한 철저한 교과과정에서 능숙하거나 더 나은 실력을 얻을 것임.   

이 목표에서 다룬 주와 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 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예상 실제 

 2015 CAASPP 자료에서 영어 2% 그리고 수학 3%로 향상.    

 자체 TUSD Response to Intervention 계획 실행. 

 학생 성과에 대한 자체 TUSD 측정 실행. 

 CELDT 와 AMAO’s 에 의해 측정한대로, 등급 조정 및 재지정률을 포함한 EL 능숙도 

유지.   

 6 가지 분야 중 최소 5 가지에서 HFZ 목표를 달성한 5 학년 학생들의 PFT 성과를 2% 

늘림.   

 CTE 진로에 참여하는 학생 늘림.   

 3 점 이상으로 AP (상위 배정) 시험에 통과하는 학생들의 늘어난 비율.  

 CSU/UC a-g  요구조건을 완수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비율 유지 또는 늘림.  

 EAP 영어 & 수학에서 성공하는 학생들의 비율 유지 또는 늘림.  

 SBAC 중간 평가와 다른 자체 TUSD 평가에서 측정한 학생 성공 및 능숙도.  

 

 TUSD 는 CAASPP 의 영어와 수학 둘 다에서 기준을 충족하거나 능가한 

학생들이 3% 늘어남.     

 TUSD RTI 계획의 부분 실행이 진행됨 (30 개 중 21 개 학교)   

 공통 형성 평가가 모든 핵심 수업/과목과 모든 학년에서 실행되어옴.   

 영어 학습자 능숙도 비율은 51% (2015-2016 년도 CELDT 를 사용하여)이며 

재지정률은 10.6%임 (2016-2017)    

 5 학년 PFT 성과는 6 가지 영역 중 최소 5 가지에서 HFZ 를 달성한 5 학년 

학생들이 6.3%로 줄어듦.   

 추가 과목 섹션이 모든 고등학교에 제공됨에 따라, CTE 진로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늘어남.    

 AP(상위 배정) 시험 합격률이 71%임 (2015-2016).  

 CSU/UC a-g 완료율이 .2% 로 약간 늘어남.   

 “대학 준비”로 현재 알려진 EAP – 준비/조건부로 대학 준비된 학생들의 영어가 

7%, 수학은 2%로 향상.   

 SBAC 중간 평가 (IAB’s)가 여러 학년에서 진행되었으며, 수학과 영어의 형성 

평가로서 교사가 활용함. 결과는 보고되지 않음. 

 

활동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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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A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행정관과 조정학습 리소스 교사 채용, 전문적 개발, 기술/자료, 

그리고 평가를 포함하여, 목표 및 부진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TUSD Response to intervention (RtI) 계획 및 다른 전략 실행.    

실제 

코디네이터 – 조정 & 지도, 그리고 8 명의 리소스 교사들 – 조정 & 지도 및 

8 개의 가장 필요한 초등학교에 배정됨. RTI&I 리소스 교사직이 8 개 학교에 

생김. 나머지 9 개 학교는 그 학교들이 RTI&I 인력을 받을 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현재의 개별 조정 프로그램 및 활동을 늘리기 위한 

추가 자금을 받음.    

영어학습자, 저소득, 수양, 홈리스 및 부진한 학생 인구에 대해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 개 고등학교에 부교장을 채용함.   

추가 교사 시간 (총 3 개의 풀타임직)이 RTI & PBIS 동안 “교사 코디네이터” 

시간을 만들기 위해 각 중학교에 나눠짐.   

3 개의 가장 큰 초등학교에 영어학습자, 저소득, 수양, 홈리스 및 부진한 학생 

인구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부교장 

(1 명의 풀타임)을 채용함.   

학교-기반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를 통한 RTI 의 효율적인 실행에 관한 교육구 

차원의 교육 및 안내가 Solution Tree 를 통해 계약되고 제공됨.   

지출 

예산 

LCFF 보충  

$2,250,000 – 인증직 급여; 

$380,000 – 인증직 베네핏; $200,000 – 서비스 및 기타 운영 

추정 실제 

 LCFF 보충 

$1,593,946- 인증직 급여; 

$425,864 – 인증직 베네핏; 

$35,000 - 인증직 시간당; (여름 RTI 시간당) 

$176,2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Solution Tree)   

  

활동 
B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목표 그룹의 학생들은 여름 학습과 점프 스타트 기회를 포함하여 

학교 수업이 있는 날 외에 연장된 학습 시간을 받을 것임.   

  

 

모든 학교와 교실이 좋은 상태에 있으며 모든 목표 및 부진한 학생 

인구를 위한 연장된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   

    

실제 

여름 점프 스타트가 4 개 지역에 하나씩 4 곳의 초등학교(알링톤, 토랜스 

초등, 빅터와 월터리아)에서 2016 년 8 월 동안 진행됨. 대략 1,131 학생들이 

참석함.  2016 년 8 월 – 4 개 중학교와 모든 고등학교에서 점프스타트  

(1) 연장된 학습 지원을 위한 학생 그룹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 EL 상황 (2) 

여름 Slide 에 참여 (3) 점프 스타트에 참여 – 긴급 이민자 학생들. ’16 

Summer Slide 에 참여한 학생들은 긍정적인 측정 가능한 소득을 냄.   

학생들은 점프 스타트 여름 프로그램 동안 매일 무료 아침을 받음.     

학교의 교실 및 학습 환경 시설에 관리 및 개선을 제공함. 학교 채권 현대화 

프로젝트와 협력하여 학기 중에 연장된 학습 활동뿐만 아니라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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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스타트를 여는 학교에 모든 지원을 함.    

지출 

예산 

LCFF 보충 

$535,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직; $25,000 – 인증직 시간당;  

$1,25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20,000 – 책 & 자료 

 

타이틀 III 이민자 

$60,000 – 인증직 시간당; $12,000 – 책 & 자료   

추정 실제 

 LCFF 보충 

$708,100 – 인증직 시간당/대체 

$46,650 – 인증직 시간당 

$1,25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시설/관리) 

$32,6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여름 식사, 관리 용품, 교실 자료); 

$0 – 책 & 자료   

타이틀 III 이민자 

$98,300 – 인증직 시간당   

활동 
C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리소스 교사 직원 채용, 교육, 평가 킷, 그리고 리터러시 리소스를 

포함하여, 유치원-3 학년 교사들을 위한 Fountas & Pinnell 과 

가이드 리딩(소그룹 읽기 지도) 프로그램 실행.   

 

1 학년과 2 학년 교사들을 위한 팔로-업 교육과 함께 새로운 

조정학습 교사들을 위한 추가 F&P 교육 제공.    

     

실제 

2 명의 풀타임 리소스 교사들, 그리고 1 명의 교육구 차원의 교사 지원직 

(50% 풀타임).    

Fountas & Pinnell 및 가이드 리딩 교육함- TK 와 K 교사들 48 명 중 

47 명, 8 명의 1 학년과 2 학년 교사들, 다른 학년 및 자리의 13 명의 기타 

교사들과 9 명의 새로운 조정 교사들. 코치들은 각 교사와 F&P 이후 한 

번의 코칭 세션과 가이드 리딩 교육 이후 한 번의 코칭 세션으로 교사 

리소스 개발을 지속함. 모든 교육받은 교사들은 평가 킷과 리터러시 

리소스를 받음. 이전에 교육받은 90 명 이상의 1 학년과 2 학년 교사들의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온라인 회의를 개발함. Daily 5 에 관한 일일 

워크숍. 현재 각 교사와 세 번의 코칭 세션을 포함하여 가이드 리딩 1-

5 일에 관한 79 명의 교사 교육을 완료하고 있음.     

지출 

예산 

LCFF 보충 

$260,000 – 인증직 급여; $70,000 – 인증직 베네핏;  

$85,000 - 인증직 시간당/대체; 

$165,000 – 책 & 용품들; 

 

타이틀 III LEP 

$50,000 – 책 & 용품들  

 

타이틀 I 

$50,000 책 & 용품들   

추정 실제 

LCFF 보충 

$211,395 – 인증직 급여; 

$53,883 – 인증직 베네핏; 

$3,900 – 책 & 용품들; 

 

 

Title III LEP 

$47,737 – 인증직 급여; 

$12,578 – 인증직 베네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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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0 - 책 & 용품들 

 

타이틀 I 

$0 – 책 & 용품들   

활동 
D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영어 학습자들과 다른 부진한 하위그룹들에 초점을 둔 영어, 

읽기, 수학과 기술을 강조한 현재의 조정학습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추가 직원, 전문적 개발, 자료, 그리고 

기술/허가증을 제공  

 목표 인구 학생들이 아너 및 상위 코스와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좀 더 어려운 

코스 스케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영어 학습자, RFEP, 저소득 및 수양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학생 자료와 장기 계획 실행을 점검.   

  

실제 

28 - 초등학교 조정학습 시간당 교사들. 

12 – 조정학습/목표층 지원을 위한 중학교 수업 시간.   

16 – iLead 지원 수업을 포함하여, 조정학습/목표층 지원을 위한 고등학교 

수업 시간.   

시간당 교사 지원이 30 개의 모든 학교(유치원-12 학년)에 소그룹으로 

학생 읽기와 수학 지원을 위한 수업시간 전과 방과 후에 제공됨. 학교 

조정학습과 튜터/파워 아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읽기 자료, 

차별화된 글을 위한 리서치 데이터베이스 허가증 (Achieve3000 & 

NewsELA), 크롬북을 포함한 추가 학생 기술, 그리고 기타 장비/자료를 

구입함.   

컨퍼런스 출석과 차별화된 수업 및 단위를 지원하기 위한 학교 협력 및 

계획을 위한 방출 시간을 포함하여 교사 교육 및 전문 개발이 제공됨.   

모든 초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Learning A-Z products Reading A-Z 

그리고 RAZ-Kids 허가증이 제공되어 모든 학생이 교실 및 가정에서 보충 

읽기 기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지출 

예산 

LCFF 보충 

$1,500,000 – 인증직 급여 & 시간당 ; 

$450,000 – 인증직 베네핏; 

$765,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450,000 – 책 & 용품들   

추정 실제 

LCFF 보충 

$800,000 – 인증직 급여 & 시간당; 

$180,000 – 인증직 베네핏; 

$250,000 – 책 & 용품들; 

$55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활동 
E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모든 목표 및 부진한 하위그룹들을 위해 추가의 차별화된 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종류를 포함한 읽기 기회를 늘리기 

위해 추가 기술과 소설류(소설과 비소설)를 제공.   

    

실제 

3-12 학년의 모든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새로운 소설류를 제공함; 모든 

하위그룹 및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 전략을 포함하여, 제공된 새로운 

소설류에 대한 교육에 50 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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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예산 

LCFF 보충 

$350,000 – 책 & 용품들; 

$5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추정 실제 

LCFF 보충 

$271,100 – 책 & 용품들; 

$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활동 
F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모든 EL 학생들의 능숙함을 향한 진도 달성과 추가 점검을 위한 

수단으로 특별 프로젝트 부서, ELD 프로그램 전문가들과 언어 

평가 센터 직원들을 포함한 교육구와 중앙 서비스 직원들 유지. 

학교가 RFEP 학생 진척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EL 성취를 돕는 효과적인 통합/지정된 교실 보조 및 

조정학습과 ELD 체계에 관한 교육 실행.   

  

EL 학생 지원의 효율성을 추가 조정하기 위해 중학교에 추가 직원 

제공.   

  

 

    

실제 

(1) 1 x 개별 자금 전문가 (2) 1 x 주와 연방정부 프로그램 책임자 (3) 4 x 

ELD 프로그램 전문가 (4) 1 x 부서 비서 (5) 3 x 풀타임 통역사. 

(1) 필수 학교들 외에도 늘어난 서면 및 구두 통역사. (2) EL 능숙도 상태: (a) 

EL 기준점, (b) Ellevation 과 병합된 자료, (c) 현재 RFEP 상태. (3) EL 

성취를 돕는 교육: (a) ELD 리더 및 코디네이터와 회의 지속. (4) 모든 EL 

기준점 자료 수집.  

ELD 코디네이터 시간을 위한 중학교당 1 명의 수업 섹션. (2 풀타임)     

지출 

예산 

LCFF 보충 

$620,000 – 인증직 급여; $150,000 – 인증직 베네핏;  

$70,000 – 일반직 급여; $30,000 – 일반직 베네핏 

추정 실제 

LCFF 보충 

$715,946 – 인증직 급여; 

$158,279 – 인증직 베네핏; 

$62,723 – 일반직 급여; 

$23,135 – 일반직 베네핏  

  

활동 
G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추가의 초등학교 체육 교사들을 활용하여, 주간 단위로 모든 

1 학년-5 학년 학생들을 위한 활발한 수업 시간을 늘림.       

실제 

초등학교 PE 교사들로 인해 (6.4 풀타임), 1-5 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수준의 

효율성으로 배우고/학습하는 좀 더 활발한 수업 시간을 가짐.     

지출 
예산 

 (자금은 2G 확인)   

추정 실제 

(2G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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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H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확장된 TUSD 상담 모델; 직원 채용, 네비앙스 구독, PSAT 과 

다른 리소스 포함.   

 

학점 회복을 위해 그리고 CSU/UC a-g 과정 성적 향상을 위해 

온라인 교과과정의 사용 확대.   

   

실제 

상담 모델: 1 명의 안내 카운슬러와 1 명의 대학-직업 코디네이터  

네비앙스: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교 허가증 

PAST: 모든 10 학년들에게 시행됨 

Oddyseyware 온라인 코스 소프트웨어: 여름 학점 회복 및 학기 중에 모든 

고등학교에서 사용됨.       

지출 

예산 

LCFF 기본  

$265,000 – 인증직 급여; $55,000 인증직 베네핏;  

$190,000 – 일반직 급여; $40,000 – 일반직 베네핏;  

$22,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LCFF 보충 

$155,000 – 인증직 급여; $40,000 인증직 베네핏;  

$100,000 – 일반직 급여; $26,000 – 일반직 베네핏;  

$115,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추정 실제 

LCFF 기본 

$220,000 – 인증직 급여; $60,200 – 인증직 베네핏; 

$133,300 – 일반직 급여; $52,500 – 일반직 베네핏; 

$37,3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LCFF 보충 

$130,800 – 인증직 급여; $35,700 – 인증직 베네핏; 

$79,000 – 일반직 급여; $31,100 – 일반직 베네핏; 

$21,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활동 
I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떠오르는 고-기술, 고-임금, 또는 고-수요 직업을 대표하는 직업 

진로를 위한 지역 노동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학 및 생의학 진로 

과정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파악된 개선 영역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의 CTE 프로그램을 지속 및 강화.     

    

실제 

CTE 리소스 교사/코디네이터 (1 FTE). 

11 명의 중고등 교사들은 진로 과목을 확장하고 엘카미노 대학과 이중 

등록/Articulation(편입 연결)을 늘리기 위한 수업 자료 및 기술적 장비와 함께 

PLTW STEM 교과과정 전문 개발을 받음.      

지출 

예산 

자금은 CTEIG 와 Cal D. Perkins 보조금을 통해 지원됨.     

추정 실제 

CTEIG 보조금 자금 

$223,300 – 인증직 급여; $113,000 – 인증직 베네핏; 

$59,400 – 일반직 급여; $30,000 – 일반직 베네핏; 

$721,000 – 책과 용품들; $206,000 – 서비스 & 운영 비용 

Perkins 보조금 

$820 – 인증직 시간당; $94,300 – 책 &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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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분석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성과 자료를 포함하여, 실제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 자료를 사용하시오.      

Empty Cell 

서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실행을 설명하시오.  

전반적으로, 이 목표의 활동/서비스에서 매우 깊고 성공적인 실행이 있음. 모든 학년에서 그리고, 모든 학업 영역에서, 

학생들과 그들의 성취를 지원하는 데 기여한 눈에 띄는 강조와 리소스와 함께, 활동과 서비스는 실행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모든 학교에 걸쳐 계속 수립될 것임.     

 LEA 가 측정한대로 서술된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설명하시오.    

여름 점프스타트의 학생 출석이 크게 증가한 점을 포함하여 이 목표의 활동/서비스에서 성공 및 효율성의 초기 지표가 

있음. RTI 계획은 현재 교육구 차원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RTI 리소스 교사들은 8 개의 초등학교에서 특정 지원을 하기 

위해 채용되어 일하고 있음.   

예산 지출 및 추정 실제 지출 간의 실질적 차이를 

설명하시오.   

예산과 추정 실제 지출 간에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음. 우선, 자격 있는 신청자의 부족으로 인해, 단지 8 명의 RTI 

리소스 교사들이 채용되어, 이 특별 활동에서 이번 연도에 필요했던 자금량이 줄어듦. 두 번째 차이는 여름 점프스타트 

프로그램의 비용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비용이 예산보다 더 커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차이는 조정학습 

및 전략적 지원 수업에 배정된 수업 시간이 있는 중고등학교의 직원이 줄어들어, 활동 D 의 인증직 급여와 시간당 및 

베네핏에 실제/예상 비용에 있음. 이 외에, 가능한 대체 교사의 부족으로 인해 모든 학년의 학교가 교육, 협력 및 

워크숍을 위한 방출 시간이 더 적게 배정됨.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분석 및 이 분석의 

결과로써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 

예상되는 성과, 지표 또는 활동 및 서비스에 

변경된 것을 설명하시오. 그러한 변경을 LCAP 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시오.      

TUSD 는 RTI 계획의 실행을 계속 진행할 것임. 추가로, 17 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제공된 학생들을 위한 지원 

개발 간의 추가 협력이 계속될 것임. TUSD RTI 계획 업데이트는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3.5 에서 찾을 수 있음.  

TUSD 는 모든 17 개 초등학교에서 주간 학년 PLC 교사 방출 시간을 가능케 하는 초등학교 체육 교사들의 지속성을 

평가할 것임. 체육 교사와 PLC 방출 시간 분배에 관한 업데이트는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3.4 에서 찾을 수 있음.    

TUSD 는 3-5 학년에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다루기 위해 가이드 리딩 교육 계획의 수정을 검토하고 실행할 것임. 

가이드 리딩 전문 개발의 업데이트는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2.3 에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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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4 

  모든 학생을 위한 행동 조정을 향상하고 정기적인 진척도 점검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Multi-tiered 지원 프로그램 시스템 확장.   

이 목표로 다뤄진 주와 /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 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예상 실제 

 모든 학교에 향상된 Multi-tiered 지원 시스템,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 지원 

프로그램들.   

 향상된 긍정적 행동 데이터.   

 정학과 퇴학의 낮은 비율을 유지. 

 96%의 출석률을 유지. 

 2015-2016 년도에 만성 결석으로 파악된 학생들의 퍼센트 감소.  

 TUSD 졸업률을 96% 이상 유지.   

 중학교 중퇴로 파악된 학생들의 퍼센트를 0.04%에서 0.02%로 감소.  

 고등학교 중퇴로 파악된 학생들의 퍼센트를 0.18%에서 0.10%로 감소.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 (26)가 RTI 및 PBIS 지원을 늘림. 이 학교들의 반이 

PBIS 의 교육 및 실행 1 년째이며 나머지 반은 2 년째임.   

 긍정적인 행동 자료가 31 개 학교 중 19 개에서 감소된 사건 회부에서 보듯이 

향상됨.   

 정학률이 2.28%에서 1.98%로 감소됨. 퇴학률은 여전히 0.1%로 매우 낮음.   

 출석률은 96%임.   

 만성 결석률은 4.1%에서 1.14%로 줄어듦.   

 졸업률은 95%임.   

 중학교 중퇴율은 0.1% 미만이며 고등학교 중퇴율은 0.6% 미만임.   

 

활동 / 서비스  

활동 
A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관들, 카운슬러들, 교사들과 

직원들을 위한 긍정적 행동 개입 지원(PBIS) 프로그램 교육을 

포함하여, Multi-tiered 지원 프로그램 시스템 확장.   

 

실제 

남아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13)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 (LACOE)을 

통한 PBIS 교육에 참가하기 시작함 – 현재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등록함. 

중앙 코디네이터가 고용되었으며 PBIS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학자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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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학교에 추가 직원 공급뿐만 아니라, 실행을 교육, 촉진하고 

점검할 중앙 코디네이터 직원 추가 공급.     

 

   

카운슬러들과 긴밀하게 일하고 있음. 정학 및 퇴학률은 계속 관찰되고 있음. 

현재 출석이 관찰되고 있으며 사전-SARB 회의가 학부모와 진행되고 있음. 

학교 차원의 정보 시스템 (SWIS)이 2 년차 학교를 위해 주문되었으며 학교는 

교육을 받아 2 학기 동안 자신들만의 징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지출 

예산 

LCFF 기본 

$70,000 – 인증직 급여; $17,000 – 인증직 베네핏;   

$3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LCFF 보충 

$165,000 – 인증직 급여; $47,000 – 인증직 베네핏;  

$3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추정 실제 

LCFF 기본 

$55,800 – 인증직 급여; $13,100 – 인증직 베네핏; 

$1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LCFF 보충 

$167,300 – 인증직 급여; $39,300 – 인증직 베네핏; 

$2,200 – 인증직 시간당/대체교사; $3,400 – 서비스 & 운영 비용 

  

활동 
B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응급/재난 준비, 그리고 지역사회 알람 시스템에 관한 교육구 

직원들을 위한 교육 모듈에 관해 토랜스 경찰서, 토랜스 소방국과 

토랜스 시 기관들과 협력 지속.    

 

실제 

경찰-관련된 응급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토랜스 경찰국 일원들과 두 차례 

만남. 모든 초등학교 교장들은 실제 응급상황 동안 정보를 받기 위한 토랜스 

경고 Everbridge 긴급 알람 서비스에 등록함. 교육구 차원으로, 우리는 Great 

California Shake Out drill, Shelter-in-Place drill 그리고 Radio Call 

Check-In 을 실행함. 우리는 또한 세 차례의 교육구 긴급 준비 회의 중 첫 

번째 회의를 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학교 건축에 관한 

업데이트가 발표됨.       

지출 

예산 

없음   

추정 실제 

없음   

  



23 

 
  

활동 
D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홈리스 가정들을 위한 소개 과정을 지속하고, 음식, 보호소, 옷, 

학용품, 상담, 버스 토큰과 부모 교육 분야에 지원을 제공.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 직원들을 위한 리소스 권고 정보를 

포함한 발표가 교육구 직원들에게 제공됨. 새 발표, 브로셔 및 평가서가 

만들어짐. 교육구 서비스가 홈리스 가정에게 제공됨: 교통=27, 위생 킷=57, 

배낭=64, 학용품=68, 리소스 권고=90, 옷=21, 음식/식료품=27, 자켓=18, 

인턴 1:1 상담=2, 할로윈 의상 가족 후원=44, 명절 가족 후원=3. 커뮤니티 

협력을 통해 홈리스, 수양 및 위험에 있는 학생 인구들의 필요를 다루기 위해 

교육구 차원의 학생 서비스 합동을 만듬. 조정학습 리소스 교사들은 2 개의 

주요 명절 각각에 우리 초등학교 중 하나에서 가족을 후원하기 위해 TUSD 의 

가족 & 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와 학교 교장들과 협력하여 일함.     

지출 

예산 

LCFF 보충 

$1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타이틀 I 

$1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추정 실제 

LCFF 보충 

$8,500 – 서비스 & 운영 비용 

타이틀 I 

$8,500 – 서비스 & 운영 비용 

  

활동 
C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의회법 490 과 167 그리고 맥킨지-벤토 홈리스 지원 

향상(2001)에서 요구한대로 수양 청소년과 홈리스로 파악된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의 파악 및 실행. AB 97 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사회 서비스부 (DCSS)수양 청소년 자료 점검을 

지속.    

  

   

실제 

맥킨지 벤토 학생들의 효과적인 파악을 위해 학생 거주 양식을 수정함. 학생 

서비스는 현재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 회의를 

하고 있음 (현재 심리학 코디네이터 & 행동 건강 임상의를 포함함). 등록 시 

맥킨지 벤토 파악은 학생들의 즉시 등록을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에 의해 일원화됨. 학년도 중간 현재, TUSD 에는 110 명의 

홈리스 학생과 98 명의 수양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음. 수양 청소년 자료는 

월별로 영양 서비스 부서에 전달됨. 이 자료는 그 학생들 계정에 무료 식사를 

신청하기 위해 영양 서비스 학생 자료 시스템에 입력됨.     

지출 

예산 

LCFF 보충 

$20,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추정 실제 

LCFF 보충 

$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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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정학과 퇴학 방지와 관련하여 LA 카운티 교육청과 CA 교육법 

갱신뿐만 아니라, TUSD 규율 방침과 절차에 관해 가족 환영 등록 

센터 직원들, 카운슬러들, 학장들과 행정관들 간의 교육과 협력을 

지속.   

    

실제 

징계와 출석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여, LACOE 워크숍 선택을 검토하기 위한 

연간 일정이 학교 관리자에게 보내짐. FWEC 비서와 4 개의 학교 행정관들이 

LACOE 에서 주최하는 징계 워크숍에 참석함. 이 외에, 이전에 언급한대로, 

26 개의 학교가 LACOE 를 통해 PBIS 교육에 참석함.     

지출 

예산 

없음   

추정 실제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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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성과 자료를 포함하여, 실제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 자료를 사용하시오.          

Empty Cell 

서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실행을 설명하시오. 

이 목표의 활동/서비스 실행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 특별히,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PBIS 교육을 완수하는 과정에 

있으며, 실행의 초 중기 단계에 있음. 또한, 두 명의 새로운 코디네이터직을 포함하여 FWEC 직원의 추가로, 홈리스와 

수양 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강조와 함께 사회-정서적 학습에 대한 주의 집중이 있음.     

 LEA 가 측정한대로 서술된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설명하시오.       

헌신적인 교육구 직원 추가로 인해 TUSD 에 좀 더 응집력 있고 일관된 행동 조정 및 지원의 형태로 성공이 성취됨. 

추가로, TUSD 에 홈리스와 수양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의 증가가 있었음. 현 학년도의 교육구 전체 

정학은 2015-16 학년도와 비교하여 40 건 더 적어짐. PBIS 2 년차로 참여하는 학교 (유치원-8 학년)의 75%가 또한 

작년과 비교하여 예상된 사건 및/또는 정학 건수가 감소된 것을 보여줌. 우리의 PBIS 1 년차 학교 중, 54%가 감소됨. 

학교 차원의 조정 소프트웨어 (SWIS)의 추가로, 수집된 자료가 좀 더 효율적으로 관찰될 것이며, 학생 행동 어려움에 

대한 향상된 대응을 가능케 할 것임.   

예산 지출 및 추정 실제 지출 간의 실질적 차이를 

설명하시오.     

예산과 추정 실제 지출 간의 유일한 차이는 모든 학교를 위한 SWIS 허가증이 예상 비용보다 더 높아진 것과 LACOE 

PBIS 교육을 위한 학교 팀당 늘어난 비용으로 인한, PBIS 실행에 있음.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분석 및 이 분석의 

결과로써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 

예상되는 성과, 지표 또는 활동 및 서비스에 

변경된 것을 설명하시오. 그러한 변경을 LCAP 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시오.         

PBIS 시스템의 결과로 현재 사회-정서적 니즈를 좀 더 스스로 보고하는 학생들에게 가능한 상담 서비스에 대한 지원 

또는 추가 직원을 요청하는 초등학교가 꾸준히 있었음. PBIS 실행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4.2 

그리고 4.3 에서 확인할 수 있음.    

TUSD 의 만성 결석률은 낮고 일일 출석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SARB 과정은 학생 출석을 향상하기 위해 최대한의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도록 계속 평가될 것임. 이 고려는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4.4 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고등학교에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은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4.4 에서 평가되고 고려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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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5 
학부모들이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기회를 더 제공하여, 특별히 눈에 띄게 성취가 부진한 하위그룹들을 위해 일관된 소통을 포괄하는 TUSD 와 모든 학교를 

통한 학부모 지원 활동을 개선.    

이 목표로 다뤄진 주와 /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 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간 측정가능한 성과들 

예상 실제 

 설문조사와 학교/교육구 행사에 늘어난 학부모 참여 

 웹-기반, 교육 비디오, 보도 자료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포함하여 향상된 교육구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모국어로 늘어난 발표와 대화   

 학교 환경과 학부모 참여 조사, 학부모 참여 기회 평가와 관련된 기준 정량 결과들   

 2015-2016 년도의 교육구 학부모/가족 행사에서 학부모 출석률 유지/증가   

 자료를 보면 교육구 차원의 설문조사에 학부모가 비슷한 비율로 참여함. 

 TUSD 는 새로운 웹사이트, 페이스북 페이지, 트위터를 만들었으며 정기적인 

보도 자료를 계속 내보냄.    

 늘어난 직원 및 인식은 모국어로 된 학부모를 위한 발표 및 통역을 25% 늘림. 

 학교 환경/학부모 참여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학생 학업 및 정서 지원에 대한 

눈에 띄는 기회뿐만 아니라, 참여 기회에 높은 학부모 참여가 보임.   

 스페인어 학부모의 밤 출석이 50%로 줄어듦. DELMAC 컨퍼런스 출석은 253 

명으로 줄어듬. (15-16 년도 360 명에서)   

 GATE 학부모 컨퍼런스 참석은 작년과 비슷함. (600 학부모들)   

 첫 TUSD 복지 박람회에 150 명 가정이 참여함.   

 토랜스 지역 학부모 (TAP) 행사의 소개가 TUSD 특수 교육 리더쉽 직원들에 

의해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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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서비스 

 

활동 
A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다른 교육구 간, 학교와 지역사회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간의 추가 

링크뿐만 아니라 신속한 등록 절차를 포함하여, 인종/민족 

하위그룹들과 장애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위해 가족 

환영 등록 센터를 통한 교육구와 학교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학부모 교육 제공.  

       

실제 

학부모/지역사회 참여를 향상하고 양성하기 위한 교육구 활동에 참여하고 

실행하기: 학교 교장들이 직원들과 만나고 센터 리소스를 알기 위한 FWEC 

오픈 하우스를 주최, 특수 교육 학부모의 밤에 참여하고 DCFS 에 연락망. 올해 

맥킨지 벤토 등록함: 46 (12 월까지). 현재 FWEC 에서 학교, 교육구, 지역사회 

서비스-YMCA, SBCHC, 211, Fastweb, Covered CA, CA Community 

Colleges, McKinney Vento rights, City of Torrance, Library, Nutrition 

Services, CoRec, Farmers Market, Madrona Marsh, SBCHC, 그리고 Cal 

Fresh-에 대한 학부모 리소스 제공함. 교육구 복지 위원회와 협력하여 

2017 년 5 월 6 일 교육구 복지 리소스 박람회 계획. 학부모와 직원들을 위한 

TUSD 리소스 안내를 개발하고 있음. 가족들이 FWEC 에 등록할 때 영양 

서비스 프로그램 및 무료 & 할인가 식사 프로그램에 관한 유인물과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함. 대략 50 명의 학부모가 11/30/2016 가족의 밤에 참석함. 

17-20 명의 학생에게 무료 탁아 서비스가 제공되었음. 스페인어, 한국어 & 

일어 통역사가 제공됨. InTouch 시스템이 대량 전화 및 이메일 소통을 위해 

활용됨.       

지출 

예산 

LCFF 기본 

$342,000 – 일반직 급여; $108,000 – 일반직 베네핏;  

$80,000 – 인증직 급여; $20,000 – 인증직 베네핏 

 

LCFF 보충 

$221,000 – 일반직 급여; $95,000 일반직 베네핏;  

$50,000 – 인증직 급여; $9,000 – 인증직 베네핏 

추정 실제 

LCFF 기본 

$156,600 – 인증직 급여; $38,200 – 인증직 베네핏; 

$152,100 – 일반직 급여; $62,300 – 일반직 베네핏 

 

LCFF 보충 

$67,400 – 인증직 급여; $15,800 – 인증직 베네핏; 

$181,300 – 일반직 급여; $75,200 – 일반직 베네핏 

  

활동 
B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지속되는 언어 평가 센터 일어, 한국어와 스페인어 통역 직원들과 

부서 비서 그리고 번역 리소스들을 포함하여, 가정에서 자녀들을 

돕는 방법에 관해 영어 학습자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프리젠테이션 제공 및 리소스 개발.          

실제 

1 부서 비서(풀타임); 3(풀타임) 스페인어, 한국어, 일어 통역사들. 

(1) 가정에서 아동을 지원하는 발표 및 리소스: (a) DELMAC: 회의 x 4, 

스페인어 학부모의 밤, 그리고 컨퍼런스, (b) ELMAC 회의 x 4. (2) 일어, 

한국어, 스페인어 및 다른 언어로 된 번역 리소스: (a) 학부모 &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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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b) IEPs, (c) SSTs, (d) DELMAC 행사, (e) ELMAC 회의, (f) 기타 

교육구/학교 관련된 행사 및 컨퍼런스.     

지출 

예산 

LCFF 보충 

$165,000 – 일반직 급여;  

$35,000 – 일반직 베네핏 

추정 실제 

LCFF 보충 

$185,568 – 일반직 급여; 

$77,060 – 일반직 베네핏 

  

활동 
C Empty Cell Empty Cell 

활동/서비스  

계획 

직원 공급, 전문적 개발, 기술/자료, 그리고 특히 목표 및 부진한 

학생들을 위한 진도 점검 및 학부모 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학부모 지원 활동을 위한 TUSD 계획 실행.   

실제 

학부모 & 가족 참여 코디네이터 (풀타임), 심리학 및 상담 코디네이터 

(풀타임), 그리고 웹 담당자 (풀타임). 

가족 환영 등록 센터는 사우스 베이 아동 건강 센터 및 그 센터의 치과 검진 

프로그램과 협력함. 학생 진도와 학교 활동에 관해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생 정보 시스템, 자동 전화, 웹사이트와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 

SBCHC 와 교육구 간호사들은 여러 학교에서 치과 검진을 시작함. 학부모 

참여 웹사이트가 학부모 및 커뮤니티 참여 자료 및 자료에 대한 교육구 및 학교 

직원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음. 학부모 참여 계획이 개발 중에 

있음. 학부모/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는 파트너쉽과 리소스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커뮤니티 및 교육구 간호사와 협력하고 있음. 올해 리소스는 다음을 

포함함: SBCHC, DCFS, YMCA, El Camino College, FosterEd LA, 

Assistance League, 그리고 LAUSD Migrant Education Program. Student 

Connect, Parent Technology education nights.   

지출 

예산 

LCFF 보충 

$120,000 – 인증직 급여; $15,000 – 인증직 베네핏;  

$140,000 – 일반직 급여; $35,000 – 일반직 베네핏 

 

타이틀 III 

$25,0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추정 실제 

LCFF 보충 

$167,309 – 인증직 급여; 

$39,330 – 인증직 베네핏; 

$71,990 – 일반직 급여; 

$25,099 – 일반직 베네핏 

 

타이틀 III LEP 

$5,100 – 서비스 & 기타 운영 비용 

  

활동 
D Empty Cell Empt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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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서비스 

계획 

수요 평가에 근거하여 개별 학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목표 

인구 학부모 니즈에 맞춘 학부모 교육 기회를 제공.         

실제 

무료 시력 검사 및 안경을 제공하기 위해 로터리 클럽이 후원하는 Vision to 

Learn 프로그램으로 2 개의 초등학교를 연결. 학부모 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는 지원 및 기술적 지원을 개별 학교 또는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있음. 코디네이터는 예비 행정관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행정관들의 30.77%가 

자신들의 학교와 커뮤니티 리소스를 연결하는 데 다소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지출 

예산 

(자금은 3D 확인)   

추정 실제 

(3D 확인)   

  
 

분석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성과 자료를 포함하여, 실제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 자료를 사용하시오.    

Empty Cell 

서술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실행을 설명하시오.  

이 목표 내 활동/서비스가 학부모 및 가족 참여 코디네이터 추가, FWEC 직원 늘림, 그리고 풀타임 통역 직원을 

늘림으로 실행되며 강조됨. 다른 부서 및 학교와 협력하여, 소통의 새로운 방안이 홈리스, 수양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및 특수 교육 학생들에 대한 특별 강조와 함께 만들어지고 향상됨.   

 LEA 가 측정한대로 서술된 목표 성취를 위한 

활동/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을 

설명하시오.         

통역 서비스의 활용 증가에서 보듯이 기대되는 성과를 성취하는 데 있어 성공의 지표가 있음. 전반적으로, 특히 소통의 

추가 수단의 소개로 인해 학부모 지원 활동이 늘어남.   

예산 지출 및 추정 실제 지출 간의 실질적 차이를 

설명하시오.       

예산 및 추정 실제 지출 간의 눈에 띄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활동 A 에서, 등록 시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구 및 커뮤니티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제공하고자 FWEC 에 정기적으로 계약되어 일할 추가 카운슬러/심리학자 

서비스를 고용하고자 하는 결정이 있었음. 이 결정은 인증직 급여 및 베네핏 실제 대략적인 지출이 원래 잡힌 예산을 

초과하게 함.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의 분석 및 이 분석의 

결과로써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목표, 

예상되는 성과, 지표 또는 활동 및 서비스에 

변경된 것을 설명하시오. 그러한 변경을 LCAP 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시오.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채용에서 많은 진척이 있었음에도, 학부모들을 위한 정보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로 좀 더 직접적으로 전달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전자 및 소셜 미디어 및 잠정적으로 학부모 교육 과목과 

같은 자녀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가 더 배우도록 돕는 대체 방법뿐만 아니라 학교 자체 학부모 행사를 위해 

학교에 좀 더 지원을 제공하는 수단이 고려되고 있음.      

모든 학부모 참여 지원 및 서비스 고려사항은 새로운 LCAP 의 목표/활동 5.1 – 5.7 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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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참여  

LCAP 연도  2017–18    2018–19    2019–20 

Empty Cell 

LCAP 및 연간 업데이트를 위한 참여 과정 

LEA 는 LCAP/연간 검토 및 분석을 위한 계획 과정의 일부로써 어떻게, 언제, 그리고 누구와 상담하였는가?   

연간 업데이트 회의 2016-2017 

날짜 행사 장소 대상 그룹  

1/30/2017 모든 행정관 토랜스 고등학교 행정관들  

2/1/2017 TUSD 직원들 교육구 교육구 직원/교사들  

2/7/2017 타이틀 I 학부모 자문회 교육구 학부모들  

2/10/2017 DELMAC 레비 영어 학습자 학부모들  

2/27/2017 LCAP 학부모 자문회 교육구 학부모들  

 

LCAP 회의 2016-2017 

날짜 행사 장소 대상 그룹 

10/14/2016 DELMAC 레비 영어 학습자 학부모들 

12/13/2016 타이틀 I 학부모 자문회 교육구 학부모들 

12/5 - 15/2016 중학교 교사 조언  중학교들 교사들 

1/12 -30/2017 초등학교 교사 조언 초등학교들 교사들 

1/31/2017 스페인어 학부모의 밤 헐 중학교 영어 학습자 학부모들 

2/22/2017 토랜스 영역 학부모들 토랜스 고등학교 특수 교육 학부모들 

2/23-3/15/17 고등학교 교사 조언 고등학교들 교사들 

2/27/2017 중학생 조언 마구루더 중학교 학생들 

3/6/2017 DELMAC 컨퍼런스 토랜스 문화 예술  영어 학습자 학부모들 

3/7/2017 지속 학생 조언 쉐리 고등학교 학생들 

3/14/2017 고등학생 조언 토랜스 고등학교 학생들 

3/22/2017 타이틀 I 학부모 자문회 교육구 학부모들 

4/3/2017 모든 행정관 토랜스 고등학교 행정관들 

4/17/2017 토랜스 영역 학부모들 사우스 고등학교 특수 교육 학부모들 

4/19/2017 토랜스 영역 학부모들 웨스트 고등학교 특수 교육 학부모들 

4/25/2017 LCAP 상담 교육구 챕터 845 

4/24/2017 LCAP 학부모 자문회 교육구 학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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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17 LCAP 상담 교육구 챕터 19 

5/10/2017 토랜스 영역 학부모들 노오스 고등학교 특수 교육 학부모들 

5/10/2017 LCAP 상담 교육구 지역 99 

*5/12/2017 DELMAC 레비 

영어 학습자 학부모들 

(승인) 

*5/22/2017 LCAP 학부모 자문회 교육구 학부모들 (승인) 

5/23/2017 LCAP 상담 교육구 TTA – 교사들 

6/19/2017 공청회 위원회 방 위원회/지역사회 

*6/26/2017 위원회 승인 위원회 방 위원회/지역사회  

    

과정 분석: 

이 참여 과정은 올해 어느 정도 업데이트되었으며 특히 개인 및 그룹과의 연계를 위해 좀 더 긴 일정을 수립함. 이해 관계자 및 지역 사회 그룹의 협의 기회 횟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둠. 특히 올해는 30 개 학교 캠퍼스 전체에서 교사 그룹과의 회의가 있었으며 각 세션을 진행하는 데 거의 2 개월이 걸렸지만, 그 조언은 새로운 

계획의 전반적인 강조 영역을 검증하는 교육구 차원의 흐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 또한, 특수 교육 학생들의 학부모를 상담 그룹으로 특별히 포함시키면서, 이 학생 

그룹에 필요한 특정 지원 영역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견해가 넓어짐. 전반적으로 이 과정에 새로운 인력 집단을 포함시키기 위한 추가 노력은 TUSD LCAP 의 

구체적인 목표와 활동 내에서 성장을 확실하게 가능케 할 귀중한 전망을 제공함. 

LCAP 및 연간 업데이트에 영향 

어떻게 이러한 상담이 다가오는 연도의 LCAP 에 영향을 미치는가?   

몇몇 사례에서, 이들 이해관계자 그룹들은 TUSD 전체의 모든 학년 및 중요한/목표 하위 그룹들(영어학습자들, 저소득 학생들, 수양 청소년들, 위험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제한되지 않고 포함하여)의 학생 성취를 극대화하는데 방향을 맞춘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의 향상 또는 개발을 위한 자금할당의 

우선순위를 형성한 구체적인 조언을 파악함.   

 

학부모 조언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교육감은 위원회 회의 노트와 회의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편지 형태로 서면 응답을 제공함.    

 

이해관계자 그룹들로부터 얻은 조언의 결과로써 TUSD LCAP 의  성과는  학생  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능성을  향상함 .  특별히 ,  이  계획  자체가  좀  더  

간소화되었고  더  적지만 ,  좀  더  집중된  목표들을  포괄함 .  좀  더  구체적으로 ,  LCAP 은  작년도  6 개의  목표에서  목표  수를  줄였으며 ,  아래  강조된  대로  

이제  5 개의  목표만이  있음 :    

 

 교사들과 행정관들을 보유하고 개발하는 것  

 교사들과 행정관들을 위한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전문적인 개발  

 모든 학년에서 높은 학생 성취  

 포괄적인 학생 조정학습 및 지원  

 학부모들과의 증가된 협력 및 소통  

  

교사들, 행정관들과 다른 직원들로부터의 조언을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우선순위 작업은 추가 1 년 동안 교사들과 행정관들을 위한 CCSS-관련된 전문적 개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함. 이 외에, 학업과 행동 조정학습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접근에 중점을 두는 것. 학생 그룹들과 일반 직원들은 우리의 기술을 

향상하고 최신화할 필요를 지적함. 학부모들의 직접적인 조언을 보면 학생들을 학업적으로 돕는 과외, 여름 학교 그리고 정규 수업일 외에 다른 지원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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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남. 추가로 학부모들은 정보를 더 잘 받길 요청했으며 이메일, 비디오, 소셜 미디어와 워크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좀 더 

정기적인 소통을 원함.          

  

이 외에, 교사들, 행정관들과 직원들은 보충 자금의 비율을 할당하는 사례가 TUSD LCAP 의 활동들에 따른 학교별-구체적 활동을 위해 계속 활용되는 것을 희망함. 

더 나아가, 학교들은 교육구 목표, 활동과 지출에 조언을 계속 제공할 것임.    
 

LCAP 연간 업데이트가 공식적으로 검토된 위의 나열된 회의 외에, 각 학교는 2016 년-2017 학년도 12-5 월에 교사들 및 자문회 그룹들과 LCAP 을 검토함. 각 

학교는 주요 목표들을 선택했고, 각각을 위한 진척상황의 검토를 마침. 그리고 나서 학교 진척상황 검토 서류는 교육구 책임자들과 함께 공유되었고, 연간 

업데이트 과정에 추가 의견으로 포함됨. 이 외에, 모든 중앙 부서 리더쉽과 학교 교장들은 연간 업데이트 개발의 부분으로서 모든 실제 서비스와 성과의 심화 

검토에 참여하였음.  

 

이 외에, 권장사항들이 추가 1 년 동안 공통 핵심 교과과정 기준(NGSS 포함)에서의 교사들을 위한 전문적인 개발 및 교육 연장을 포함하여 주요 영역에서 제기됨. 

또한 TUSD 가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학습 기회를 주어 성취 수준을 올릴 뿐만 아니라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PBIS)과 조정학습에 반응(Rtl) 프로그램을 통해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에 계속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이 지적됨. PLC 과정이 향후 학년도에 중요한 초점이 되리라는 것이 

명백함.  

 

마지막으로, 그 검토 과정은 행정관들, 교사들, 직원들과 학부모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그룹 간의 교육구-차원의 계획 과정을 강조함. 그 과정은 

그해의 우리 목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각 목표와 활동 뒤의 우리 의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좀 더 중점화되고 성공적인 계획을 이끌 많은 조정사항을 촉발하는 

분석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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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활동, & 서비스 

 

전략적 계획 세부사항 및 책임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목표 1 
시설 및 충분한 교육 자재를 포함하여 모든 기본 서비스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질이 뛰어난 교사들과 행정관들을 효율적으로 채용, 개발 및 보유. 

y Cell 

Emp Cell 

이 목표에서 다룬 주와 /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 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악된 니즈  TUSD 는 자료를 분석했고 최근에 LACOE 감사를 마쳤으며 우리의 모든 교사가 기준에 맞춘 수업용 자료를 활용하여, 

그들의 수업 영역에서 자격을 갖췄으며, 좋은 상태에 있는 학교 시설에 있음을 파악함. 교육구 차원의 니즈는 특수 

교육과 수학 영역에서 계속 있음.      

기대되는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측정기준/지표 베이스라인 2017-18 2018-19 2019-20 

분야에서 완전히 

자격증을 갖춘 & 교직 
100% (2016-17) 100% 100% 100% 

ELD 권한을 가진 교사 

퍼센트 
100% (2016-17) 100% 100% 100% 

공석 채움 92% (2016-17) 92% 94% 96% 

좋은 상태의 시설을 갖춘 

학교 퍼센트 
100% 100% 100% 100% 

충분한 교재가 있는 학생 

퍼센트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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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활동 / 서비스   

 

활동 1.1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혹은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자료의 준비 및 배부뿐만 아니라, 공석을 채우기 위해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고, 지역 대학들과 

소통함으로써, TUSD 에 자질이 뛰어난 교사들을 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채용 및 고용 과정 

개발.   

준비/자료뿐만 아니라, 공석을 채우기 위해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고, 지역 대학들과 

소통함으로써, TUSD 에 자질이 뛰어난 

교사들을 구하기 위한 채용 과정 다듬기.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7300 금액 $7200 금액 $7200 

출처 LCFF  출처 LCFF  출처 LCFF  

예산 참고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 &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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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2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Induction 직원 (5.0 풀타임), 특수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여름 토랜스 교사 학교, 그리고 

Induction 프로그램 자료, 전문 개발 및 교사 방출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교사를 

개발하고 보유할 Induction 프로그램 확대.    

 특수 교육 교사 Induction 집단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478,000; $142,000 

2. $95,000 
금액 

1. $485,000; $150,000 

2. $95,000 
금액 

1. $485,000; 

$150,000 

2. $95,000 

출처 
1. 교육자 효율성 블록 보조금 

2. LCFF 
출처 

1. 교육자 효율성 블록 

보조금 

2. LCFF 

출처 

1. 교육자 효율성 

블록 보조금 

2. L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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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활동 1.3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교육구는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교사 및 행정관 직원들 및 적절하게 자격을 갖춘 보조 

직원들을 유지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86,000,000; $24,000,000 

2. $19,500,000; $6,500,000 
금액 

1. $86,000,000; 

$24,000,000 

2. $19,500,000; 

$6,500,000 

금액 

1. $86,000,000; 

$24,000,000 

2. $19,500,000; 

$6,500,000 

출처 1. LCFF  출처 1. LCFF  출처 1. L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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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CFF 2. LCFF 2. LCFF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활동 1.4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 교재 채택에 대한 잠재적인 CA 교육부 요구사항 지원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의 

교과서와 다른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충분한 교육용 자료를 갖도록 보장. 

자료 선택과 검토 과정을 위한 교사 방출 시간 지원.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035,000 

2. $15,000 
금액 

1. $1,035,000 

2. $15,000 
금액 

1. $1,035,000 

2.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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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LCFF  

2. 타이틀 II 
출처 

1. LCFF  

2. 타이틀 II 
출처 

1. LCFF  

2. 타이틀 II 

예산 참고 
1. 책 & 자료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책 & 자료들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책 & 자료들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활동 1.5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한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관리 및 운영 직원을 포함하여, 시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으로 적절하게 유지되고 좋은 상태에 

있도록 보장.   

 일반 운영 목적을 위한 교육구 “간접” (5.15% 최대 허용되는)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6,700,000 

2. $400,000 
금액 

1. $6,700,000 

2. $400,000 
금액 

1. $6,700,000 

2. $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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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예산 참고 
1. 서비스 & 운영 비용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서비스 & 

운영 비용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서비스 & 운영 비용 

2. 서비스 &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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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목표 2 

TUSD 는 유치원-12 학년을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기준 / 다음 세대 과학 기준, ELD 기준 및 다른 성과 기준을 실행하면서, 모든 학생을 위한 학습 

환경을 최상화할 효율적이며,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전문 개발 모델을 실행할 것임.  

Empty Cell 

Empty Cell 

이 목표에서 다룬 주와 /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 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악된 니즈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실행하는 데 들어간 헌신적인 시간과 리소스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년에 교과 내용, 수업 및 

평가에서 수업을 전달하는 교사 능력을 다듬을 필요가 계속 있음.   

 

전문 개발을 적절하게 커버할 대체 교사들의 부족 또한 파악됨. 학교 기반의 협력과 전문 개발을 위해 추가 

대체교사들을 보유하며 가능하게 할 것임.   

 

광범위한 전문 개발(그리고 교실로 돌아가는 많은 리소스 교사들)을 위해 활용된 일회성 자금이 만기 되면서, 

학교에서의 실행 지속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TUSD 내의 16%의 영어 학습자 인구로 인해, 모든 과목 및 학년에 걸친 통합된 ELD 수업과 함께 지정된 ELD 를 

제공하는 데 분명한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향상된 전문 개발이 필요함.    

예상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측정기준/지표 베이스라인 2017-18 2018-19 2019-20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인 전문 개발 

기회에 참여하는 핵심 

직원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퍼센트.   

100% 100% 100% 100% 

학생 학습에 중점을 둔 

PLC 에 참여하는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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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퍼센트. 

캘리포니아주 기준에 

맞춘 적절하면서 전략적 

지도에 관한 정기적인 

전문 개발에 참여하는 

핵심 교사들에게 배울 

학생들의 퍼센트.   

100% 100% 100% 100% 

수업 실행에 관한 전문 

개발의 효율성을 

보고하는 교사들의 

퍼센트.   

90% 92% 9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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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활동 / 서비스  

 

활동 2.1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글로벌 PD 구독, Solution Tree 교육, 학교에 리더쉽 팀이 이끄는 PD 를 

포함하여, 우리의 전문 학습 커뮤니티 (PLC)를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을 지속.    

 목표 학생 그룹들을 위한 차별화된 지도에 전념할 2 일간의 전문 개발.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870,000; $334,000 

2. $75,000 
금액 

1. $870,000; $334,000 

2. $45,000 
금액 

1. $870,000; 

$334,000 

2. $15,000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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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활동 2.2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교육구의 4 가지 필수 질문을 점검하는 데 있어 지속된 능력 개발 –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길 원하는가?” –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 “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 “그들이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o 월별 행정관 PD 

o 주간별 학교 PLC’s 

o PLC 팀을 위한 방출 시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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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활동 2.3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영어 및 가이드 리딩(소그룹 읽기지도) 시그니처 실행에 관한 심화 워크숍을 

위한 여름 교사 급여를 포함하여, 차별화된 학습 및 지도를 지원하는 영어 

(ELA) 전문 개발 공급 지속.   

 주와 & 연방정부 프로젝트 책임자    

 리소스 교사들 (6.33 풀타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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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 $610,000; $160,000 

2. $146,000 

3. $116,000; $26,000 

4. $85,000; $26,000 

금액 

1. $610,000; $165,000 

2. $100,000 

3. $120,000; $33,000 

4. $88,000; $28,000 

금액 

1. $615,000; $170,000 

2. $100,000 

3. $123,000; $35,000 

4. $90,000; $30,000 

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4. 타이틀 III-영어 학습자 

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4. 타이틀 III-영어 학습자 

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4. 타이틀 III-영어 

학습자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4.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4.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4.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Empty Cell Empt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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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4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NGSS 와 다른 교과 내용에 있어 학교에 차별화된 지원 및 체계 지속 

노출, 통합 및 지정된 모델링을 지원하면서 영어 개발 전문 개발의 

공급을 지속.   

 월별 행정관 및 ELD 코디네이터 교육   

 통합/지정 ELD 를 위한 학교 PLC 계획서.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목표/활동 3.7 참조) 금액 (목표/활동 3.7 참조) 금액 (목표/활동 3.7 참조)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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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5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향상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CA 역사-사회과학 체계와 차별화된 학습 및 지도에 맞춰 

지원하도록 역사 사회 과학 교사들을 위한 교육 제공.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50,000 

2. $5,00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1. LCFF  

2. LCFF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1.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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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6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수학 시그니쳐 실행에 관한 심화 워크숍을 위한 여름 교사 급여를 포함하여, 차별화된 

학습 및 수업을 지원하는 수학 전문 개발 제공을 지속.   

 교과과정 책임자  

 리소스 교사들 (2.17 풀타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42,000; $33,000 

2. $235,000; $60,000 

3. $90,000 

금액 

1. $145,000; $35,000 

2. $240,000; $60,000 

3. $90,000 

금액 

1. $147,000; $38,000 

2. $240,000; $65,000 

3. $90,000 

출처 
1. 타이틀 II 

2. LCFF 
출처 

1. 타이틀 II 

2. LCFF 
출처 

1. 타이틀 II 

2. L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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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CFF 3. LCFF 3. LCFF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3.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3.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3.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활동 2.7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NGSS 시그니쳐 실행 및 체계에 관한 심화 워크숍을 위한 여름 교사 급여를 

포함하여, 차별화된 학습 및 수업을 지원하는 과학/NGSS 전문 개발 제공을 

지속.   

 리소스 교사들  (2 풀타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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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 $210,000; $55,000 

2. $235,000 
금액 

1. $213,000; 

$57,000 

2. $90,000 

금액 
1. $215,000; $65,000 

2. $90,000 

출처 
1. 타이틀 II 

2. LCFF 
출처 

1. 타이틀 II 

2. LCFF 
출처 

1. 타이틀 II 

2. LCFF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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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8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심화 워크숍을 위한 여름 교사 급여 및 대체교사 방출 시간을 

포함하여, CA 기준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특수 교육 수업을 

지원하는 전문 개발 제공.   

  

지출 예산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25,00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LCFF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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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9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학습을 위한 기술 전문가 (2 풀타임) 의 지원으로, TUSD 는 교실에 21 세기 기술 

및 도구의 사용을 개발하고 조합할 것임. • 학습 관리 시스템 • 기반시설  구축 • 

확대된 교과과정 • 확장된 기술 사용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215,000; $60,000 

2. $3,000 
금액 

1. $217,000; $63,000 

2. $3,000 
금액 

1. $220,000; $65,000 

2. $3,000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시간당;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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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10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리더 교사 교육, GATE 학부모 컨퍼런스, 3-5 학년 학생 시험, 그리고 3-8 학년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워크숍을 포함하여 영재 (GATE) 및 상위 학생들에게 서비스 제공.   

 GATE 리소스 교사 (1 풀타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05,000; $30,000 

2. $45,000 

3. $45,000 

금액 

1. $107,000; 

$33,000 

2. $45,000 

3. $45,000 

금액 

1. $110,000; 

$35,000 

2. $45,000 

3. $45,000 

출처 

1. LCFF 

2. LCFF 

3. LCFF 

출처 

1. LCFF 

2. LCFF 

3. LCFF 

출처 

1. LCFF 

2. LCFF 

3. LCFF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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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 운영 비용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서비스 & 운영 

비용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서비스 & 운영 

비용   

활동 2.11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롭게 채용한 직원들을 위한 교육, 컨퍼런스 및 진행 중인 전문 개발을 포함하여, 특수 교육 

보조교사들을 지원하는 전문 개발 제공.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33,00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교육자 효율성 보조금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일반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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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12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영양 서비스 직원 내 일반직 직원들을 지원하는 전문 개발 제공.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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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3 모든 학생은 영어와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직업 기술 과목과 체육과 같은 기타 과목을 포함한 철저한 교과과정에서 능숙하거나 더 나은 

실력을 얻을 것임.   

Empty Cell 

Empty Cell 

이 목표에서 다룬 주와 /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 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악된 니즈  새롭게 나온 캘리포니아 대시보드의 결과로 보면 토랜스는 졸업률에서 

가장 높은 수준(“매우 높음”)이며, 유치원-8 학년 영어와 수학에서 높은 

수준이며, 영어 학습자 진도에 있어 중간 수준으로 성취하고 있음. 우리는 

우리 교육구 차원의 성취 수준보다 한 단계 이상 낮은 것으로 파악된 

하위그룹이 없음.   

 

새로운 EL 평가(ELPAC)로의 TUSD 전환으로, EL 성취에 중점을 두고 

적절한 발전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성공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 외에, TUSD 는 새로운 대학 및 직업 지표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예상되는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측정기준/지표 베이스라인 2017-18 2018-19 2019-20 

영어 CAASPP 63% (충족함/초과함) 65% 67% 69% 

수학 CAASPP 55% (충족함/초과함) 57% 59% 61% 

영어 학업 대시보드  

(유치원-8 학년)  
“높음” “높음” 유지 “높음” 유지 “높음” 유지 

수학 학업 대시보드  

(유치원-8 학년)  

 

“높음” 
“높음” 유지 “높음” 유지 “높음” 유지 

영어 학습자 진도 대시보드   “중간” “높음”으로 증가 “높음” 유지 “높음” 유지 

영어 학습자 능숙도   51% (2015-16) 53% 55%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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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DT) 

EL 재분류 비율   10.6% (2016-17) 12% 14% 15% 

졸업률   “높음” (95%) “높음” 유지 (96%) “높음” 유지 (97%) 
“높음” 유지 

(97%) 

AP 시험 통과율   71% (2015-16) 72% 73% 74% 

CSU/UC A-G 비율 55% (2015-16) 57% 59% 60% 

영어를 위한 EAP; 

수학을 위한 EAP  

72% (2015-16); 

57% (2015-16) 

74%; 

59% 

76%; 

61% 

78%; 

63% 

5 학년을 위한 건강 체력 지대 

(HFZ)   
72.9% (2015-16) 75% 7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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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활동 / 서비스 

 

활동 3.1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SchoolCity 데이터베이스 허가증, SPSA 개발, 그리고 

PLC 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각 학년을 통해 학업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220,000 금액 $220,000 금액 $220,000 

출처 LCFF  출처 LCFF  출처 LCFF  

예산 참고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 및 운영 비용 

 
  Empty Cell Empt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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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2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학생들이 AP/아너 코스와 빠른 코스를 들으면서, “a-g” 

요구조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대학 및 직업 준비가 되도록 보장할 

것임.    

 고등학교 카운슬러 (4 풀타임) 

 대학 및 직업 코디네이터 (4 풀타임)  

 네비앙스 구독 

 캘리포니아 대학 안내 주도 (CCGI) 확장, 견학, 초청 

강사 & 자료들.    

 퍼시픽 코스트 고등학교 여름 보충학습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35,000; $35,000 

2. $80,000; $35,000 

3. $136,000 

금액 

1. $138,000; $38,000 

2. $83,000; $38,000 

3. $136,000 

금액 

1. $140,000; $40,000 

2. $88,000; $40,000 

3. $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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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LCFF 

2. LCFF  

3. LCFF 

출처 

1. LCFF 

2. LCFF  

3. LCFF 

출처 

1. LCFF 

2. LCFF  

3. LCFF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3.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3.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3. 서비스 및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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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3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파악된 영역, 커뮤니티 파트너쉽, 이중 등록, 장비와 자료 및 

교육을 위한 코스 및 프로그램 자금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의 CTE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향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Linked to Learning(강한 

학업을 실제 세계 경험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직업 기술 교육 코디네이터 (1.0 풀타임) 

TUSD 는 파악된 영역, 커뮤니티 파트너쉽, 

이중 등록, 장비와 자료 및 교육을 위한 코스 

및 프로그램 자금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의 

CTE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향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Linked to Learning(강한 학업을 

실제 세계 경험과 연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35,000; $35,000 

2. $80,000; $35,000 
금액 $91,000 금액 $91,000 

출처 
1. CTEIG 보조금 

2. Perkins 보조금 
출처 Perkins 보조금 출처 Perkins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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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 및 운영 비용 

활동 3.4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변경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체육 교사 PLC 회의를 통해 나타난대로 모든 학생의 건강을 

격려하는 교육구 체육 프로그램의 검토를 지속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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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5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모든 학생을 위해 학기 중, 수업 시간 외, 그리고 여름 

학교 기회를 포함하여, 학생들의 성공을 보장하는 학교 보충학습 

지원의 제공을 계속할 것임.   

o 고등학교 부교장 (4 풀타임) 

o 8 개 중학교와 지속 고등학교에 RTI, PBIS & EL 

조정을 위한 50% 교사직 (4.5 풀타임) 

o 초등학교 RTI 전문가 (8 풀타임) 그리고 중앙 RTI 

코디네이터 (1 풀타임) 

o 3 개의 중복되지 않은 학생이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 33% 초등학교 부교장직 (1 풀타임) 

o 점프스타트 여름 학교 프로그램 유치원-12 학년 

o 여름 학교 활동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수리   

o 고등학교 학점 회복 과목을 위한 OddysseyWare 

허가증    

  

 

 

Empty Cell Empty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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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출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780,000; $325,000 

2. $453,000 

3. $20,000; $10,000 

4. $1,300,000 

5. $18,000 

금액 

1. $1,810,000; $340,000 

2. $450,000 

3. $20,000; $10,000 

4. $1,300,000 

5. $15,000 

금액 

1. $1,780,000; $325,000 

2. $425,000 

3. $10,000; $5,000 

4. $1,300,000 

5. $10,000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LCFF 

5. LCFF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LCFF 

5. LCFF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LCFF 

5. LCFF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4. 서비스 및 운영 비용   

5. 책과 자료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4. 서비스 및 운영 비용   

5. 책과 자료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4. 서비스 및 운영 비용   

5. 책과 자료   



65 

 

활동 3.6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현재의 EL 과 재지정된 영어 유창 (RFEP)학생들을 

지원하고 보충학습 지원을 계속할 것임.  

o ELD 프로그램 전문가 (4 풀타임) 

o 특별 프로젝트 및 ELD 부서 비서 (2.0 풀타임) 

o ELD 통합 및 지정된 지원   

o 여름 EL “신입생 아카데미”를 포함하여, EL 지원과 보충 

수업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445,000; $115,000 

2. $115,000; $45,000 

3. $100,000 

4. $5,000 

금액 

1. $450,000; $120,000 

2. $115,000; $45,000 

3. $100,000 

4. $5,000 

금액 

1. $455,000; $120,000 

2. $120,000; $50,000 

3. $100,000 

4.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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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5,000 5. $75,000 5. $75,000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타이틀 III - 이민자 

5. 타이틀 III - 이민자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타이틀 III - 이민자 

5. 타이틀 III - 이민자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타이틀 III - 이민자 

5. 타이틀 III – 이민자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3.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4. 책과 자료   

5.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3.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4. 책과 자료   

5.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3.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4. 책과 자료  

5.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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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7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학교가 파악한 보충 니즈에 맞춰 영어 학습자와 다른 

부진한 하위그룹들에 중점을 두어 영어, 읽기, 수학 및 기술에 

강조를 둔 현재의 조정학습 모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추가 직원, 전문 개발, 자료 및 기술/허가증을 제공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500,000; $500,000 

2. $400,000 

3. $300,000 

4. $600,000 

금액 

1. $1,500,000; $500,000 

2. $400,000 

3. $300,000 

4. $600,000 

금액 

1. $1,500,000; $500,000 

2. $400,000 

3. $300,000 

4. $600,000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LCFF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LCFF 

출처 

1. LCFF 

2. LCFF  

3. LCFF 

4. L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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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책과 자료들   

4.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책과 자료   

4.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인증직 시간당 & 대체교사    

3. 책과 자료들   

4. 서비스 및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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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8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프린트 및 21 세기 도구와 기술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및 자료 제공.   

o Learning A-Z (RAZ-Kids) 허가증 

o Proquest 그리고 Learn360 databases 

o 추가 핵심 소설 세트   

프린트 및 21 세기 도구 및 기술을 포함한 추가 

지원 및 자료 제공.   

o Learning A-Z (RAZ-Kids) 허가증 

o Proquest 그리고 Learn360 databases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250,000 

2. $110,000 
금액 $110,000 금액 $110,000 

출처 
1. LCFF 

2. LCFF 
출처 LCFF 출처 LCFF 

예산 참고 
1. 책과 자료  

2.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 및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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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9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가속 및 열린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및 직업에 대해 모든 학생을 

성공적으로 준비시킬 것임.    

o 중학생 빠른 진도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편, 연결 및 배정   

o 과학 및 수학 경로 분석   

o PACT 그리고 PSAT 시험  

o GATE 보충학습 기회 및 자료   

o 고등학교에 제공되는 추가 섹션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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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활동 3.10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시각 예술, 댄스, 음악, 연극 및 미디어 예술을 포함하는 순차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에 모든 학생을 위한 예술 교육의 동등한 접근을 제공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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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목표 4 

학생들이 연결되어 있고 참여한다고 느끼는 학교에서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을 촉진하고, 정서적 안정을 키우며,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학교 환경을 

제공.  

Empty Cell 

Empty Cell 

이 목표에서 다루는 주와/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 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악된 니즈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 (PBIS) 교육 2 년차에 참여하고 있는 13 개 학교 중, 7 개 학교의 정학률이 내려갔으며 5 개 

학교는 낮거나 아주 낮은 대시보드 지점에 있음. 한 학교는 정학이 늘어남. 많은 학교가 행동 진척을 관찰하기 위해 

현재 학교 차원 조정 시스템 (SWIS) 자료 수집을 사용하고 있음.   

 

정학률이 지난 3 년 동안 약간 줄어들었음에도 (3.5 에서 1.9 로), 아직 나오지 않은 정학률을 보면 2015-2016 에 

주로 고등학교에서 늘어남. 교육구 차원에서, 미국 인디언들의 정학이 다른 하위그룹들보다 더 높으며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몇몇 학교는 교육구보다 2 단계 낮은 하위그룹 자료를 갖고 있으며 자체 학교 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룰 것임.   

예상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측정기준/지표 베이스라인 2017-18 2018-19 2019-20 

출석률 96% 96% 이상 유지 96% 이상 유지 96% 이상 유지 

정학률   1.9% 1.9% 유지하거나 감소   1.9% 유지하거나 감소   1.9% 로 유지하거나 감소   

퇴학률   0.1% 0.1% 유지하거나 감소 0.1% 유지하거나 감소 0.1%로 유지하거나 감소 

만성 결석   0.5% 0.5% 유지하거나 감소  0.5% 유지하거나 감소  0.5%로 유지하거나 감소  

중학교 중퇴   0.04% 0.04% 유지하거나 감소 0.04% 유지하거나 감소 0.04%로 유지하거나 감소 

고등학교 중퇴   0.18% 0.18% 유지하거나 감소 0.18% 유지하거나 감소 0.18%로 유지하거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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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S 행동 지표   
유치원-8 학년을 위한 지표 

세우기 
베이스라인 세우기 베이스라인 향상 베이스라인 향상 

학생 참여 조사   모든 학년을 위한 지표 세우기  베이스라인 세우기 베이스라인 향상 베이스라인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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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활동 / 서비스  

 

활동 4.1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정서적 안정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TUSD 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특히 학교의 과목 연결, 오리엔테이션, 

킥오프 및 환영 행사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도록 권장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목표/활동 3.7 참조) 금액 (목표/활동 3.7 참조) 금액 (목표/활동 3.7 참조)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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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2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기존의 중앙 사무실 지원 직원, 그리고 SWIS 허가증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학교 규율 및 상담 직원을 위한 교육, 지속적인 

PBIS 프로그램 제공, 여러 단계의 지원 시스템 (MTSS) 

프로그램 확대.   

o 가족 환영/등록 센터 책임자 (FWEC)            

(.5 풀타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60,000; $20,000 

2. $125,000 
금액 

1. $62,000; 

$23,000 

2. $125,000 

금액 
1. $65,000; $25,000 

2. $125,000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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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및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및 운영 

비용  

활동 4.3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는 그들의 개별 니즈에 반응하고 평가함으로써 홈리스, 수양 청소년 및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가족 

및 학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임.   

 가족/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 (1 풀타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13,000; $27,000 

2. $10,000 
금액 

1. $115,000; 

$30,000 
금액 

1. $118,000;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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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00 2. $10,000 

3. $10,000 

2. $10,000 

3. $10,000 

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3.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3.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3. 서비스 & 

운영 비용 

 

 

활동 

 

4.4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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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교육구는 Shery 고등학교, Drevno 커뮤니티 데이 학교, 독립 공부, 그리고 가정 병원을 포함하여, 학생 

성공, 출석을 늘리고 중퇴를 줄이는 대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활동 4.5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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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SD 는 위기 중재, 정신 건강 서비스, 의료 건강 서비스, 

학교 상담 및 사회 서비스에 가족 연결하기를 포함하여 학생 

니즈에 반응하고 평가하며 학생 지원 활동에 교육구의 역할을 

재정의함으로써 가족 및 학생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임.    

 심리학자 및 상담 코디네이터 (0.5 풀타임) 

 심리학자 (0.2 풀타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75,000; $25,000 

2. $25,000 
금액 

1. $80,000; 

$25,000 

2. $25,000 

금액 

1. $80,000; 

$30,000 

2. $25,000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인증직 급여; 

인증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활동 4.6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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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접근 통제, 눈에 띄는 안전 요원, 게이트 감시 및 PA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며 안심이 되는 환경 

제공.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활동 4.7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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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재난 준비 및 커뮤니티 알람 시스템에 관한 교육구 직원들을 위한 교육 모듈에 

대해 토랜스 경찰서, 토랜스 소방국 및 토랜스시 기관들과 협력 지속.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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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4.8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교육구는 영양 교육, 수업시간 외 식사/스낵 기회, 추가 학교 아침 

선택, 그리고 여름 점프스타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점심을 

포함하여 필수 무료 및 할인가 점심 요구조건 외에 음식 서비스를 

확대할 것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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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목표 5 

학부모들이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기회를 더 제공하여, 특별히 눈에 띄게 부진한 하위그룹들을 위해 일관된 소통을 포괄하는 TUSD 와 모든 학교를 

통한 학부모 지원 활동을 개선.     

Empty Cell 

Empty Cell 

이 목표가 다루는 주와/또는 지역 우선사항: 주정부       1    2    3    4    5    6    7    8    

카운티 교육청  9   10 

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파악된 니즈  가족 및 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의 도입으로, TUSD 는 학부모들을 위한 지원 및 외부활동 확대를 시작함.   

 

통역 서비스가 학부모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에 공평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교육구 중심의 

시스템으로 강화되고 능률화됨.   

 

TUSD 는 학교 및 교육구 자문 회의에 학부모 참여를 측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비스의 갭을 파악하는 데 더 

나아가도록 이 지표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음.    

예상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측정기준/지표 베이스라인 2017-18 2018-19 2019-2020 

학교 & 교육구 자문 

회의/행사에 학부모 참여   
출석 지표 베이스라인 수립   베이스라인 수립 출석 유지 또는 늘림   출석 유지 또는 늘림   

학부모의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사용   
995 – 번역; 400 통역이 제공됨.   번역 및 통역을 10% 늘리기 번역 및 통역을 5% 늘리기   번역 및 통역을 2% 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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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활동 / 서비스  

 

활동 5.1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TUSD 전화/이메일/웹사이트/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향상, 

그리고 학교와 교육구의 학부모 교육 리소스/행사를 포함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조언을 계속 추구하고 학부모와의 

가정과 학교 간 소통을 향상.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2,125,000 금액 $450,000 금액 $450,000 

출처 LCFF  출처 LCFF  출처 LCFF  

예산 참고 서비스와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와 운영 비용 예산 참고 서비스와 운영 비용 



85 

 

 

활동 5.2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교육구는 신속한 등록 과정, 이웃 교육구들과 지원 및 커뮤니티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족 및 학부모를 위한 소통, 지원, 

서비스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 환영 및 등록 센터의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것임.    

 FWEC 직원 (7.0 풀타임 중 3.5 또는 50%) 

 학부모 참여 행사 및 TUSD 건강 박람회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40,000; $96,000 

2. $12,000 
금액 

1. $142,000; $99,000 

2. $12,000 
금액 

1. $145,000; $102,000 

2. $12,000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출처 

1. LCFF  

2. L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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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고 
1.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활동 5.3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학업 전략, 대학 및 직업, 그리고 건강을 포함하여 목표 인구 학부모 

니즈에 맞춘 학부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Partners in Education 

Framework, Linked to Learning 기회 (수업 및 학습 목표에 가족을 

연결하는)를 활용하기 위해 각 학교에 안내 제공.   

 GATE 학부모 심포지엄 

 SPSA 에 의해 결정한대로 학교에 기반을 둔 학부모 활동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목표/활동 2.10 & 3.7 참조) 금액 
(목표/활동 2.10 & 3.7 

참조) 
금액 (목표/활동 2.10 & 3.7 참조)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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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활동 5.4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LCAP 학부모 자문회, ELMAC/DELMAC, 타이틀 I 학부모 자문회, 

토랜스 지역 학부모 자문회 (TAP), 그리고 TUSD 건강 위원회를 

포함하여, 교육구와 학교 자문 위원회에 대한 학부모 리더쉽, 조언 및 

피드백을 위한 여러 기회 제공.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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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5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가정에서 자녀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해 학부모를 위한 리소스 개발을 

포함하여 EL 가정을 위한 학부모 교육 제공을 지속.   

 교육구 통역 직원들 (3.0 풀타임) 

 EL 학부모들을 위한 연간 DELMAC 컨퍼런스   

 Summer Slide 읽기 프로그램   

 스패니쉬 학부모의 밤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1. $138,000; $60,000 

2. $10,000 

3. $20,000 

4. $10,000 

금액 

1. $140,000; $62,000 

2. $10,000 

3. $20,000 

4. $10,000 

금액 

1. $142,000; $65,000 

2. $10,000 

3. $20,000 

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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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4. 타이틀 III 

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4. 타이틀 III 

출처 

1. LCFF  

2. LCFF  

3. 타이틀 I  

4. 타이틀 III 

예산 참고 

1.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3. 서비스 & 운영 비용   

4.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3. 서비스 & 운영 비용   

4. 서비스 & 운영 비용    

예산 참고 

1.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2. 서비스 & 운영 비용   

3. 서비스 & 운영 비용   

4. 서비스 & 운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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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6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학교와 교육구가 제공하는 학부모 참여 리소스를 포함하여, 

저소득과 수양 가족들을 위한 학부모 교육 제공 지속.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없음 금액 없음 금액 없음 

출처 N/A 출처 N/A 출처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예산 참고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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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5.7 Empty Cell Empty Cell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두          장애 학생       [특정 학생 그룹(들)]___________________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포함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영어 학습자들          수양 청소년         저소득 

서비스 범위  LEA-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지역(들)  모든 학교          특정 학교:___________________       특정 학년:__________________ 

활동/서비스 

2017-18 2018-19 2019-20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특별히 목표 및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진척과 학부모 참여를 

관찰하는 시스템 그리고 직원 채용, 전문 개발, 기술 및 자료를 

포함하여, 학부모 외부활동을 위한 TUSD 계획 실행.    

 학부모 교육 온라인 리소스 시리즈  

 웹 소통 전문가 (1.0 풀타임) 

  

예산 지출 Empty Cell Empty Cell 

2017-18 2018-19 2019-20 

금액 $73,000; $27,000 금액 $75,000; $30,000 금액 $78,000; $32,000 

출처 LCFF 출처 LCFF 출처 LCFF 

예산 참고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예산 참고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예산 참고 일반직 급여; 일반직 베네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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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설명 

LCAP 연도  2017–18    2018–19    2019–20 

 

예상되는 보충 및 집중 보조금: $ 12,933,000 서비스를 증가 또는 개선시키는 비율: 7.1 % 

LCAP 연도에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와 비교하여, 어떻게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가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최소 위에 언급된 

비율로 증가되고 개선되는지 설명하시오.  

 

학교 차원 또는 LEA 차원에서 제공되고 자금이 들어가는 각 활동/서비스를 파악하시오. 각 학교 또는 LEA 차원의 자금 사용을 뒷받침하는 필수 설명을 

포함하시오.   (안내사항 참조). 

2017-2018 의 회계연도에 TUSD 의 보충 자금은 ($12,933,000)로 예상됩니다. 중복되지 않은 수로 파악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쓴 2016-2017 회계연도의 지출 

($11,958,000)을 파악한 후, 2017-2018 년도에 증가된 지출은 ($975,000)로 예상됩니다. 자금을 받은 프로그램 영역은 이 문서의 섹션 “목표, 활동 & 

서비스”에 적혀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조언, 그리고 심층 조사 후, TUSD 는 보충 자금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은 학교 차원 그리고 교육구 차원에서 그 자금의 활용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적인 개발의 효율성과 전문적 학습 커뮤니티 내 학교의 조직에 관한 조사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chools, 2013). WestEd (2000)는 학생의 학습을 향상하는 데 있어 전문적 학습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 교사 및 미국의 미래 위원회 The 

National Commission on Teaching & America’s Future (NCTAF) 와 WestEd 는 전문적 학습 커뮤니티의 영향에 관해 거의 200 개의 사례를 분석했으며 

전문적 학습 커뮤니티가 “가르침에 더 큰 영향을 주며 학생의 학습을 더 깊이 있게 함 higher-impact teaching and deeper student learning”(2012)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개혁에 관한 시카고 대학 센터와 교육 성과를 위한 전국 센터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확고한 내부 소통과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2013)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적인 교직 환경을 강조합니다. PLC 의 정확성을 지원하기 위해, TUSD 는 전문 개발, 수업 지도를 이끌고 

교과과목 맵 준비, 기준 실행 및 공통 형성과 기준점 평가를 도울 교육구 중심의 교과과목 전문가들 제공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 중앙 부서는 연방정부 자금의 

교과과정 책임자, 과학 및 리터러시 리소스 교사들 뿐만 아니라 주와 연방 정부 프로젝트 책임자, 2.33 풀타임 영어 리소스 교사들, 2.17 풀타임 수학 리소스 

교사들, 2 풀타임 가이드 리딩(소그룹 읽기 지도) 리소스 교사들을 포함한 직책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Visible Learning(2008)에서, John Hattie 는 “성취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적절하고, 구체적이며,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소통하는 정도에 따라 

향상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TUSD 는 학생 성취 성과에 중점을 둔 효과적인 PLC’s 와 전문적인 학습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의 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포괄적인 Response to Intervention(RTI)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RTI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것으로 RTI 

Action Network 에 의해 파악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입니다: a) 학업 및 사회적 기준표에 따라 상황을 파악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광범위한 스크리닝; b) 

모든 학생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교육 (Tier 1); c) Tier 1 교육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2 차 방지 조정학습 (Tier 2); d) 학생 진척도를 

관찰하는 것, 그리고 e) Tier 2 교육에 충분하게 반응하고 있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3 차 방지 교육 (Tier 3). 우리의 계획은 이 모든 영역을 다룰 것입니다. 

LCAP 에 정해놓은 TUSD 의 RTI 노력은 다음과 같은 수많은 인적 및 자료 자원을 포함합니다: RTI&I 코디네이터, 9 명의 RTI 리소스 교사들, 8 명의 해프타임 

중학교 교사직, 그리고 고등학교 및 3 개의 가장 큰 초등학교의 부교장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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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전반적인  LCAP 의 또 다른 요소는 조사에 근거한 긍정적 행동 개입 및 지원(PBIS) 프로그램의 실행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학생이 학교와 그 

이후 성공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갖도록 보장하면서, 학교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주도적인, 시스템 차원의 체계입니다. 

PBIS 는 적절한 행동이 표준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연구조사는 학교 차원의 PBIS 의 실행이 채택의 높은 정확성을 달성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며, 

학교 내 “조직적 건강”을 향상시켰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사무실 징계 회부 감소, 정학 감소와 향상된 학업 성과를 보여줍니다. TUSD 의 전반적인 

정학률이 LA 카운티 평균보다 낮지만, 몇몇 학교는 더 높습니다. 이러한 목표 학교들의 PBIS 실행은 학교 내 모든 아동이 사회적 그리고 학업적 성공 둘 다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회 문화와 행동 지원을 설정하는 방식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여러-단계의 니즈를 완전히 지원하기 위해, TUSD 는 7 명의 

풀타임 FWEC 직원들, FWEC 의 책임자, 가족 및 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 심리학자 서비스 코디네이터를 포함하여 이러한 노력을 이끌어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가족 및 학부모를 지원하는 추가 노력에는 풀타임 웹 담당자, FWEC 에 배정된 파트타임 학교 심리학자, 그리고 TUSD 건강 박람회, 스패니쉬 학부모의 

밤 및 DELMAC 컨퍼런스와 같은 학부모들을 위한 연간 행사 확대를 포함합니다.    

  

2017 년 여름 동안, TUSD 는 모든 목표한(저소득, 영어 학습자, 수양 청소년)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점프 스타트 프로그램을 다시 주관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4 개 지역에 하나씩, 교육구 내 4 개의 초등학교, 4 개의 중학교, 그리고 4 개의 고등학교에서 열릴 것입니다. 많은 조사는 학생들이 여름 동안 학교에 

있지 않을 때 지식을 잃어버리거나 퇴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Cooper, 1996). 이 “여름 퇴보”는 한 달 이상의 학습과 동등할 수 있으며 학생 성취에 매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 특히 우리 출석 구역 내에 있는 목표 학생들, 그리고 돈을 내야 하는 여름 프로그램이나 교육적 자료 그리고/또는 경험을 

시킬 수 없는 많은 학부모에게 무료로 가능한 여름 프로그램들이 없습니다. 점프 스타트는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연구조사는 저소득 학생들(Graham, 2011)과 

EL 학생들(Kuryan 과 Kim, 2010)은 종종 추가적인 교육을 위한 리소스가 부족하고 기회가 더 적음을 보여줍니다. 점프 스타트는 영어와 수학 둘 다에 중점을 

두어 두 과목 중 하나 혹은 둘 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코스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독립 공부를 위한 

Oddyseyware 허가증이 또한 여름과 학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수업과 일 년 내내 사용으로 인해, 시설 유지와 업데이트가 또한 지원될 것입니다.              

  

TUSD 의 상담 모델은 학생 대 카운슬러 비율을 줄이며, 각 고등학교에 대학-직업 카운슬러를 제공하며, 네비앙스에 접근하고, PSAT(또는 유사한 대학 

입학시험) 자금을 댑니다. 목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는 데 있어 장벽에 부딪히며 종종 졸업 후 선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안내와 지원이 부족합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자주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슬러들은 학생들의 열망, 성취, 그리고 재정 지원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네비앙스 

접근과 PSAT 의 시행은 코스 계획과 AP 코스를 위한 학생을 파악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우리의 목표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대학 연사, 캠퍼스 방문 및 자료 리소스뿐만 아니라 퍼시픽 코스트 고등학교의 여름 강좌 기회는 대학 진학 및 진로 진도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명시된 대로, 이해관계자들은 학생들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해 학교 간 공평하게 나뉘는 추가적인 핵심 리소스를 만들어 개인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데 활용할 보충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들, 행정관들과 직원들의 바람에 대한 응답으로, 보충 자금의 비율이 TUSD LCAP 의 활동들에 

맞춰진 학교의 구체적인 활동을 위해 활용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들은 TUSD LCAP 의 목표, 활동과 지출에 있어 학교에 기반을 둔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활용되는 보충 자금의 실행은 광범위한 교육구의 관찰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TUSD 내 모든 목표 인구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서비스를 최대화하고 늘리기 위한 보충 자금의 사용 적용을 좀 더 자체화할 것입니다.      

  

증가되고 개선된 서비스를 지원하는 추가 조치는 교사가 파악된 성취 격차가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차별화하고 

일관되면서 초점화된 지원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중점을 두도록 이틀간의 학생 없는 날을 포함하는 전문 학습 노력의 확대를 포함합니다. 교사의 

재량대로 Learning A-Z 전자 읽기 지원, 그리고 Proquest 및 Learn360 조사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수업을 보충하는 추가의 현대 글과 소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영어 학습자들을 위한 증가되고 개선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은 4 명의 ELD 프로그램 전문가, 통역 직원들, EL 지원 및 보충 수업, 

그리고 3 년 이하로 미국에 있는 영어학습자 학생들을 위한 여름 신입생 아카데미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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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정 및 책임 계획 그리고 연간 업데이트 서식 안내 

부록 

지역 조정 및 책임 계획(LCAP)과 연간 업데이트 서식은 학생들의 성과와 전반적인 성취를 지원하는 지역 교육 
기관(LEAs)의 활동과 지출을 기록하고 전달합니다. LCAP 은 3 개년 계획으로, 요구한대로, 매년 검토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차터 학교들은 차터 학교의 예산 기간, 보통 1 년에 맞춰, 작성되어 학교의 위임자에게 제출됩니다. 
LCAP 과 연간 업데이트 서식은 매년 모든 LEAs 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교육구의 경우, LCAP 은 교육구와 교육구 내 각 학교에 대해, 주의 각 우선사항과 지역적으로 파악된 모든 우선사항을 
위해, 모든 학생과 지역 조정 자금 계획 (LCFF)에 의해 파악된 각 학생 그룹 (민족적,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어 
학습자, 수양 청소년, 장애 학생, 그리고 홈리스 청소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표 및 구체적 활동을 명시해야 합니다.   

카운티 교육청의 경우, LCAP 은 각 카운티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 및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각 우선사항과 지역적으로 
파악된 모든 우선사항을 위해, 모든 학생 및 카운티 교육청을 통해 자금이 들어가는 각 LCFF 학생 그룹(소년 법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집행 유예, 혹은 가석방 혹은 특별 상황하에 퇴학된 학생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표와 구체적 
활동을 명시해야 합니다.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은 특수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카운티가 운영하는 학교와 
프로그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구 자금의 서비스를 LCAPs 에 추가로 조정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의 카운티 교육감이 단독 교육구를 관할하면, 카운티 교육 위원회와 교육구 운영 위원회는 교육법 조항 52060, 
52062, 52066, 52068, 및 52070 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단독 LCAP 을 채택하고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LCAP 은 모든 예산과 실제 지출이 어느 기관(교육구 또는 학교의 카운티 교육감)의 예산과 일치하는지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차터 학교들은, 서비스를 받는 학년에 적용되는 각 주의 우선 사항들 또는 차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그리고 모든 자체적으로 파악된 우선사항들에 대해, 모든 학생과 장애 학생들 및 홈리스 청소년을 포함한 각 LCFF 
하위그룹 학생들을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활동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차터 학교들에서는, 
교육법 조항에서 차터 학교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법률상의 요구만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LCAP 에 있는 
주 정부 우선 사항들을 위한 목표의 포함과 설명이 서비스를 받는 학년과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춰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연간 업데이트 과정으로부터 나온 차터 학교를 위한 LCAP 목표와 활동/서비스 내 변경이 학교의 차터 청원에 
실질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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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의 특정 부문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안내사항: 관련 목차   
 

계획 요약 

연간 업데이트 

이해관계자 참여 

목표, 활동 및 서비스 

계획된 활동/서비스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설명 

 
LCAP 서식의 완료와 관련된 추가 질문이나 기술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 카운티 교육청이나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의 지역 기관 시스템 지원 사무실: 916-319-0809 또는 이메일: lcff@cde.ca.gov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요약 

LCAP 은 고정된 3 년 계획 주기 내에서 LEA 의 연간 목표, 활동, 서비스 및 지출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LEA 는 LCAP 의 

각 연도에 대한 계획 요약을 포함해야 함.   

LCAP 을 개발할 때, 적절한 LCAP 연도를 표시하고, 이 부문에 제공된 프롬트를 언급함. 연도 2 나 연도 3 의 LCAP 을 

개발할 때, 적절한 LCAP 연도를 표시하고 이전 요약 정보를 현재 LCAP 연도와 관련된 정보로 바꿈.   

이 부문에서, 제공된 프롬트를 간략하게 언급함. 이 프롬트에는 제한이 없음. LEA 는 지역 프로그램(들), 커뮤니티 인구, 

그리고 LEA 의 전반적인 비젼에 관한 정보를 넣을 수 있음. LEA 는 원한다면 문서 (예., LCFF 평가 기준 자료 

보고서)또한 첨부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목표를 보여주는 차트, 계획된 성과, 실제 성과, 또는 관련된 계획 및 실제 

지출을 넣을 수 있음.   

LEA 는 각 프롬트에 명시된 정보와 예산 요약표가 있는 한 계획 요약으로 다른 형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LCFF 평가 기준 참고는 교육법 조항 52064.5 하에 주의 교육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평가 기준을 의미함.    

 

예산 요약 

LEA 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LCAP 예산 요약표를 작성해야 함:   

 LCAP 연도의 총 LEA 일반 자금 예산 지출: 이 금액은 LCAP 연도의 LEA 총예산 일반 자금 지출임. LCAP 

연도란 LCAP 이 7 월 1 일 자로 채택되거나 업데이트된 회계 연도를 의미함. 일반 자금이란 LEA 의 주요 

운영 자금으로 또 다른 자금으로 설명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설명함. 또 다른 자금의 활동을 설명하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모든 활동은 일반 자금에서 보고됨. 추가 정보를 위해 캘리포니아 학교 회계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람. (http://www.cde.ca.gov/fg/ac/sa/). (노트: 정부 기금 회계를 따르는 몇몇 차터 

학교에서는, 이 금액이 차터 학교 특수 수입 자금에서 총예산 지출임. 수익이 아닌 회계 모델을 따르는 차터 

학교에서, 이 금액은, 차터 학교 기업 기금의 예산과 같은, 총예산 지출임.)   

 LCAP 연도에 LCAP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활동/서비스의 총예산 자금: 이 금액은 LCAP 에 

반영된대로, 모든 자금 출처에서 나온 LCAP 연도에 포함된 활동/서비스와 관련된 총예산 지출임. 

활동/서비스와 /또는 지출이 한 개 이상의 목표하에 LCAP 에 기재된 경우, 그 지출은 단 한 번만 계산되어야 

함.    

 

 LCAP 에 포함되지 않은 LCAP  연도를 위해 위에 명시된 모든 일반 자금 예산 지출의 사용(들) 설명: LCAP 

연도에 계획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총예산 자금에 들어가지 않은 총 일반 자금 지출에 포함된 지출을 간략히 

설명. (노트: 계획된 활동/서비스를 위한 총예산 자금은 일반 자금 지출이 아닌 자금을 포함할 수 있음.)   

 

mailto:lcff@cde.ca.gov
http://www.cde.ca.gov/fg/a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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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연도의 총 예상 LCFF 수입: 이 금액은 각각 LCAP 연도에 대한 교육법 조항 42238.03 과 2575 에 

의해 실행된대로, 교육법 조항 42238.02 (교육구와 차터 학교를 위한) 그리고 2574 (카운티 교육청을 

위한)에 따라 받게 될 LEA 가 추정하는 총 LCFF 자금액임.   

 

연간 업데이트 

계획한 목표, 예상되는 성과, 활동/서비스, 그리고 예산 지출은 전년도*의 승인된 LCAP 에서 말한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함. 

사소한 인쇄상의 오류는 정정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7/18 – 2019/20 LCAP 의 LCAP 연도 2017/18 의 경우, 2016/17 LCAP 의 목표를 검토함. 더 

나아가서 가장 최근의 LCAP 연도의 목표를 검토함. 예를 들어, LCAP 연도 2020/21 은 2017/18 – 2019/20 

LCAP 의 지난 해인 2019/20 LCAP 연도의 목표를 검토할 것임.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전년도의 각 목표에 대해, 전년도 목표에서 파악된 예상되는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과 비교하여 실제 측정 

가능한 성과들을 파악하고 검토함.   

활동/서비스 

기재된 목표 성취를 향해 이러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된 활동/서비스와 예산 지출을 파악하시오. 기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된 실제 활동/서비스와 그 활동/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추정 실제 연간 지출을 

파악하시오. 해당되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또는 학생 그룹, 또는 제공된 활동/서비스의 계획된 장소의 변경을 

파악하시오.      

분석 

LCFF 평가 기준의 자료를 포함한, 실제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 자료를 사용하여, 그 계획된 활동/서비스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분석하시오. 지시에 따라 프롬트에 응답하시오.    

 그 기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반적인 실행을 설명하시오. 실행 과정에서 겪은 관련된 

어려움과 성공의 논의를 포함하시오.   

 LEA 에 측정한대로 그 기재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서비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설명하시오.   

 예산 지출과 추정 실제 지출 간의 중요한 차이를 설명하시오. 지출의 경미한 차이나 금액 대 금액 회계가 

필요하지 않음. 

 해당되면, LCFF 평가 기준에 제공된 자료의 분석과 이 분석의 결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 

예상되는 성과, 지표나 활동 및 서비스에 변경을 설명하시오. 그 변경을 LCAP 의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지 파악하시오.   

이해 관계자 참여 

LCFF 에서 파악된 학생 그룹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학부모, 학생, 그리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는 LCAP 의 개발과 예산 과정에 있어 중요함. 교육법은 LCAP 을 개발하는 데 있어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이 교사, 

교장, 행정관, 다른 학교 직원, 교육구 지역 교섭 단위,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과 상담하는 최소한의 상담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교육법은 LCAP 을 개발하는 데 있어 차터 학교가 교사, 교장, 행정관, 다른 학교 직원, 학부모, 학생들과 상담할 

것을 요구함. 이 외에, 교육법 조항 48985 는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가는 통보, 보고서, 진술, 또는 기록의 번역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LCAP 은 학교와 교육구 차원의 목표와 활동간 일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당되면, 학교 차원의 자문 그룹 (예., 

학교 협의회, 영어 학습자 자문 협의회, 학생 자문 그룹 등)과 공유되어야 하며, LEA 는 이 그룹으로부터 조언을 구해야 

함. LEA 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착수되고 있는 다른 계획에 기재된 활동들을 병합하거나 참조할 수 있음.  

         안내사항: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은 지속적인, 연간 과정임. 이 부문에 대한 요구사항은 3 개년 LCAP 의 각      

         연도마다 동일함. LCAP 을 개발할 때, 적절한 LCAP 연도를 표시하고, LCAP 과 연간 업데이트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설명하시오. LCAP 2 년차 또는 3 년차를 개발할 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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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AP 연도를 표시하고 이전의 이해관계자 서술(들)을 교체하며 현재 LCAP 과 연간 업데이트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이해관계자 참여 과정을 설명하시오.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 LCAP 의 개발 및 표시된 LCAP 연도를 위한 연간 검토 및 분석을 알리기 위해 

학부모 자문 위원회, 영어 학습자 학부모 자문 위원회, 학부모, 학생, 학교 직원, LEA 지역 교섭 단위, 그리고 

커뮤니티와 상담하는 데 사용된 과정을 설명하시오.   

차터 학교: LCAP 개발과 표시된 LCAP 연도의 연간 검토 및 분석을 알리기 위해 교사, 교장, 행정관, 기타 

학교 직원,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과 상담하는 데 사용된 과정을 설명하시오.   

그 상담 과정이 어떻게 목표, 활동, 서비스 및 지출을 포함하여, 표시된 LCAP 연도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와 LCAP 

의 개발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시오.   

목표, 활동 그리고 서비스  

LEAs 는 LEA 유형에 적용가능한대로,  각 주의 우선사항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학생과 각각의 LCFF 파악된 학생 

그룹을 위해, 연간 목표의 설명을 포함해야 함. LEA 는 추가 지역 우선사항들도 포함할 수 있음. 이 부문 또한 LEA 가 

파악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구체적으로 계획된 활동의 설명, 그리고 그 특정 활동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설명을 포함해야 함.   

교육구 및 카운티 교육청: LCAP 은 요구된대로, 매년 검토되고 업데이트되는 3 개년 계획임.   

차터 학교: LCAP 에서 다룬 연도 수는 학교 위임자에게 제출되는 차터 학교의 예산 기간, 보통 1 년에 맞출 수 

있음. 만일 연도 2 그리고/또는 연도 3 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차터 학교는 그것을 명시해야 함.   

새로운, 수정된, 변경되지 않은 

연간 업데이트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포함하여 LCAP 개발 과정의 부분으로써, 만일 그 목표, 파악된 니즈, 관련된 

주와 /또는 지역 우선사항들, 그리고/또는 현재 LCAP 연도 또는 미래 LCAP 연도들의 예상되는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이 전년도의 LCAP 에서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면 표시하시오; 또는, 그 목표가 새로운 

것이라면 명시하시오.   

목표 

목표를 명시하시오. LEA 는 참고를 쉽게 하기 위해 “목표 #” 박스를 사용하여 목표에 숫자를 매길 수 있음. 

목표는 모든 행동 / 서비스가 목표로 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설명하는 광범위한 진술임. 목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함: LEA 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관련 주와/또는 지역 우선사항들 

적용 가능한 우선사항 또는 우선사항들 옆에 체크 표시를 함으로써 그 목표에서 다루는 주와/또는 지역 

우선사항들을 파악하시오. LCAP 은 LEA 유형에 적용 가능한대로, 각 주의 우선사항들을 다룬 목표와 다른 추가 

지역 우선사항들을 포함해야 함; 그러나, 하나의 목표가 여러 우선사항들을 다룰 수 있음. (주의 우선사항들 링크) 

파악된 니즈 

그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이끈 니즈를 설명하시오. 파악된 니즈는 적용 가능하다면, LCFF 평가 기준의 성과 자료 

또는 연간 업데이트 과정의 결과에 제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양적 또는 질적 정보에 기초할 수 있음.   

예상되는 연간 측정 가능한 성과들  

각 LCAP 연도에, LEA 가 예상되는 성과를 향한 진척을 보는 데 사용할 측정 기준(들)이나 지표(들)를 

파악하시오. LEA 는 3 개년 계획의 첫해의 LCAP 채택 시에 가능한 이 측정 기준이나 지표와 연관된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본 칸에 포함시킴. 측정 기준 또는 지표와 연관된 가장 최근의 자료는 적용 가능하면, 3 개년 계획 바로 

직전의 LCAP 연도의 연간 업데이트에서 나타난 자료를 포함함. 기본 자료는 3 개년 LCAP 동안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 차후 연도 칸에, LCAP 의 3 년 주기의 각 연도에 이뤄질 진척을 파악함. 주어진 연도에 예상되는 

성과가 어떻게 차후 연도의 예상되는 성과와 관련이 있는지 고려함.     

이 측정기준은 양적 또는 질적일 수 있으나, 최소한 LEA 는 LEA 의 유형에 적용 가능한대로 각 LCAP 연도에, 

관련된 주의 우선사항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필수 측정 기준을 사용해야 함. 학생 참여 우선순위 측정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되면, LEA 는 반드시 LCAP 서식 부록, 섹션 (a)부터 (d)에 설명된대로 비율을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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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된 활동/서비스 

각 활동/서비스에 대해, LEA 는 반드시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하지 않은 

활동/서비스에 대해” 부문 또는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사항을 맞추는 데 기여한 활동/서비스에 대해” 

부문 중 하나를 작성해야 함. LEA 는 단독 활동에 대해서는 두 부문 다 작성하지 않음.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조건을 맞추는 데 기여하지 않은 활동/서비스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박스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늘리거나 개선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맞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LEA 에 의해 포함된 것들을 제외한 모든 활동/서비스를 위해 작성되어야 함. 그 

활동/서비스로부터 혜택을 어떤 학생이 받는지를 “모두”, “장애 학생”, 또는 특정 학생 그룹(들)”에 표기함으로써 

그 활동/서비스로부터 어떤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지를 나타냄. 만일 “특정 학생 그룹(들)”이 표기되면, 적절하게 

그 특정 학생 그룹(들)을 파악함.   

지역(들)  

그 활동/서비스가 제공될 지역을 파악하시오. 그 서비스가 LEA 내 모든 학교에 제공되는 경우, LEA 는 반드시 

“모든 학교”에 표시해야 함. 만일 그 서비스가 LEA 내 특정 학교 또는 특정 학년에만 제공된다면, LEA 는 반드시 

“특정 학교” 또는 “특정 학년”을 표시해야 함. 적절하게, 개별 학교나 부분 학교 또는 학년(예., 모든 고등학교나 

유치원-5 학년)을 파악하시오.   

같은 차터 청원 내 인가된, 한 학교 이상을 운영하는 차터학교들은 “특정 학교들”을 선택함으로써 학교 간 

구별하여 그 활동/서비스가 제공될 학교(들)를 파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한 개 학교만 운영하는 차터 

학교는, “모든 학교” 그리고 “특정 학교들”이 동의어가 될 수 있으므로, 둘 다 적절함. 차터 학교는 

LCAP 에서 일관되게 사용한다면 둘 중 하나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조건을 맞추는 데 기여한 활동/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것 이상으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났거나 개선되었다는 LEA 의 

전반적 설명(아래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설명 부문 참조)에 기여한 모든 

활동/서비스에 대해서, LEA 는 서비스를 받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을 파악해야만 함.    

서비스 범위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 요구조건을 맞추는 데 기여한 각 활동/서비스에 대해, “LEA 차원”, “학교 차원”, 

또는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으로 표시함으로써 서비스 범위를 파악함. LEA 는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선택사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만일 그 활동/서비스가 LEA 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고 자금이 주어진다면, 

“LEA-차원” 옆에 체크 표시를 함.   

 만일 그 활동/서비스가 특정 학교나 학교들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고 자금이 

주어진다면, “학교 차원” 옆에 체크 표시를 함.    

 만일 제공되고 자금이 주어진 활동/서비스가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서 파악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로 국한된다면, “학생 그룹들에 국한된” 옆에 체크 표시를 함.   

차터학교와 단독-학교 교육구의 경우, “LEA 차원” 그리고 “학교 차원”은 같은 의미일 수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사용해도 됨. 단독 차터하에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차터 학교들 (고유 CDS 코드에 의해 파악된)의 

경우, 그 차터하에 모든 학교를 언급하는 데 “LEA 전체”를 사용하며 같은 차터 청원 내에 인가된 단독 

학교를 언급하는 데 “학교 차원”을 사용하시오. 단독 학교를 운영하는 차터 학교는 만일 이 용어들이 

LCAP 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LEA 차원” 또는 “학교 차원”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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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들) 

그 활동/서비스가 제공될 지역을 파악하시오. 만일 그 서비스가 LEA 내 모든 학교에 제공된다면, LEA 는 반드시 

“모든 학교”를 표시해야 함. 만일 그 서비스가 LEA 내 특정 학교들 또는 특정 학년에만 제공된다면, LEA 는 

반드시 “특정 학교들” 또는 “특정 학년”을 표시해야 함. 적절하다면, 개별 학교나 부분 학교 또는 학년 (예., 모든 

고등학교나 유치원-5 학년)을 파악하시오.   

같은 청원 내에 인가된 한 학교 이상을 운영하는 차터학교는 “특정 학교들”를 선택함으로써 학교 간 

구별하여 그 활동/서비스가 제공될 학교(들)를 파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한 학교만 운영하는 차터 

학교는, “모든 학교” 그리고 “특정 학교들”이 동의어일 수 있으므로, 둘 다 적절함. 차터 학교는 만일 

LCAP 에서 일관되게 사용된다면 둘 중 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활동/서비스 

각 LCAP 연도 동안, 설명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제공될 서비스와 수행될 활동들을 파악하시오. 그 파악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실행되는 활동과 서비스를 같이 그룹 지을 수 있음. LEA 는 참고를 쉽게 하기 위해 “활동 #” 박스를 

사용하여 그 활동/서비스에 번호를 매길 수 있음.   

 

새로운/수정된/변경되지 않은:  

 만일 그 활동/서비스가 기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CAP 의 3 개년 중 하나에 추가된다면 

“새로운”에 표기하시오.   

 만일 그 활동/서비스가 기재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포함되었는데 전년도 설명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 또는 수정되었다면 “수정된”에 표기하시오.   

 만일 그 활동/서비스가 기재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포함되었는데 전년도 설명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 또는 수정되지 않았으면 “변경되지 않은”에 표기하시오.   

o 만일 계획된 활동/서비스가 그 계획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은 채 있을 예정이면, LEA 는 

“변경되지 않은”에 표시하고 차후 연도 칸에 활동/서비스를 복사/붙일 필요 없이 차후 연도 

칸을 빈칸으로 놔둘 수 있음. 예산 지출도 이에 해당하면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음.      

노트: 전년도의 목표는 현재의 3 개년 LCAP 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LCAP 1 년 

차를 개발할 때, 이전 3 개년 LCAP 의 연도 3 에 서술된 목표가 전년도의 목표가 될 것임.     

차터 학교는 그 학교의 위임자에게 제출된 차터 학교의 예산 기간에 맞춘 LCAP 을 작성할 수 있음. 따라서, 그 

위임자에게 1 년 예산을 제출하는 차터 학교는 그 서식의 “목표, 활동 및 서비스” 부문의 2 년 차와 3 년 차 

부분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만일 연도 2 와/또는 연도 3 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터 학교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시해야 함.  

예산 지출 

각 활동/서비스에 대해, 이러한 지출이 LEA 예산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이러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각 학년도의 예산 지출을 나열하고 설명하시오. LEA 는 각 제안된 지출에 대한 모든 자금 출처를 

언급해야만 함. 지출은 교육법 조항 52061, 52067 그리고 47606.5 에서 요구하는대로 캘리포니아 학교 회계 

매뉴얼을 사용하여 분류되어야 함.   

LCAP 에서 한 번 이상 포함된 지출은 중복된 지출로서 표기되어야 하며 그 지출이 LCAP 에 처음 나타나는 그 

목표와 활동/서비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야 함.  

학교의 카운티 교육감이 단독 교육구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단독 LCAP 을 완료하기로 한다면, 그 

LCAP 은 모든 예산 지출이 어느 기관의 예산 (교육구 또는 학교의 카운티 교육감)과 일치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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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의 설명 

이 부문은 각 LCAP 연도를 위해 작성되어야 함. LCAP 2 년 차 또는 3 년 차를 개발 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 표를 복사하고 적절한 LCAP 연도에 표시하시오. 그 표의 복사를 사용하여, 

금년 LCAP 에 요구되는대로 그 표를 작성하시오. LCAP 내 각 3 년에 대해 이 부문을 위한 모든 전년도 표를 보유하시오.   

예상 보충 및 집중 보조금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5(5 CCR) 섹션 15496(a)(5)에 따라 파악한대로 저소득, 수양 청소년 및 영어 학습자 

학생들의 숫자와 집중에 근거하여 계산된 LCAP 연도의 자금량을 파악하시오.   

서비스를 늘리거나 개선하기 위한 비율 

5 CCR 섹션 15496(a)(7)에 따라 계산된 LCAP 연도에 모든 학생에게 제공된 서비스와 비교하여 어떠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늘어나고 개선되어야만 하는지 그 비율을 파악하시오.  

5 CCR 섹션 15496 의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LCAP 연도에 모든 학생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와 비교하여 적어도 계산된  

비율까지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제공된 서비스가 어떻게 늘어나고 개선되는지 설명하시오.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은 질적으로 서비스가 성장한다는 의미이며 서비스를 늘린다는 것은 양적으로 서비스가 성장한다는 의미임. 이 설명은 

하나 이상의 중복되지 않은 학생 그룹(들)에 제한된 활동(들)/서비스(들), 그리고 적절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 학교 전체 

또는 교육구 차원의 활동(들)/서비스(들)가 합쳐져서 어떻게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의 필요한 비례 증가 또는 

개선을 가져오는지를 나타내야 함. 

만일 전반적으로 증가된 또는 개선된 서비스가 학교 차원 또는 교육구 차원으로 제공되고 자금이 주어지는 어떠한 

활동/서비스를 포함한다면, 각 활동/서비스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이 각 활동/서비스를 뒷받침하는 필수 설명을 

포함하시오. 

LEA 차원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중복되지 않은 학생 비율 55% 이상을 가진 교육구의 경우, 그리고 차터학교 및 카운티 교육청의 경우: 어떻게 

이러한 서비스가 주와 지역 우선사항들에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로 향해있으며 

효율적인지 설명하시오.   

 중복되지 않은 학생 비율이 55% 미만인 교육구의 경우: 어떻게 이러한 서비스가 주와 지역 우선사항들에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로 향해있으며 효율적인지 설명하시오. 또한 어떻게 이 

서비스들이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자금의 사용인지를 설명하시오. 

다른 고려된 대체, 뒷받침하는 조사, 경험이나 교육 이론을 포함하여, 이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시오.   

교육구의 경우에만, 학교 차원으로 자금이 주어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를 설명에서 파악하고 학교 차원의 자금 사용을 

뒷받침하는 필수 설명을 포함하시오: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의 등록이 40% 이상인 학교의 경우: 어떻게 이러한 서비스가 주와 지역 우선사항들에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로 향해있으며 효율적인지 설명하시오.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등록이 40% 미만인 학교에 학교 차원의 자금을 쓰는 교육구의 경우: 어떻게 이러한 

서비스가 주와 지역 우선사항들에서, 영어 학습자들, 저소득 학생들 및 수양 청소년들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로 향해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자금의 사용인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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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우선사항들 

우선사항 1: 다음과 같은 정도를 다루는 기본 서비스: 

A. LEA에 있는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적절하게 배정되며 과목 영역에서 완전하게 자격을 

갖춤; 

B. 교육구의 학생들이 기준에 맞춘 수업용 자료에 충분하게 접근하며;   

C. 학교 시설은 좋은 상태로 유지됨. 

우선사항 2: 주의 기준 실행은 다음을 다룸: 

A. 모든 학생을 위해 주 위원회가 채택한 학업 내용 및 수행 기준의 실행은:    

a. 영어 – 영어 커먼 코어 주의 기준 (CCSS)   

b. 수학 – 수학 CCSS  

c. 영어 개발 (ELD)   

d. 직업 기술 교육   

e. 보건 교육 내용 기준   

f. 역사-사회과학   

g. 모델 학교 도서관 기준   

h. 체육 모델 내용 기준   

i. 다음 세대 과학 기준   

j. 시간 및 공연 예술   

k. 세계 언어; 그리고  

B. 어떻게 그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영어 학습자들이 학업 교과 지식과 영어 유창성을 얻도록 ELD 기준과 CCSS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우선사항 3: 학부모 참여는 다음을 다룸: 

A. 교육구와 개별 학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 학부모 조언을 구하려는 교육구의 노력;   

B. 어떻게 교육구가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학부모 참여를 촉진할 것인가; 그리고   

C. 어떻게 교육구가 특별 니즈가 있는 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학부모 참여를 촉진할 것인가.   

우선사항 4: 적용 가능하면, 다음의 모든 사항으로 측정되는 학생 성취:   

A. 주 정부의 평가; 

B. 학업 수행 지표; 

C. UC나 CSU 입학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과목 또는 주 위원회가 승인한 직업 기술 교육 기준 및 체계에 맞춘 학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의 비율;   

D. 캘리포니아 영어 개발 시험 (CELDT)에 의해 측정한대로 영어 유창성을 향해 발전한 영어 학습자 학생들의 비율;   

E. 영어 학습자 재분류율; 

F. 3점 이상으로 AP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의 비율; 그리고   

G. 조기 평가 프로그램 또는 대학 준비 후속 평가에 따라, 대학 준비 과정에 참여하고 발휘하는 학생들의 비율.    

우선사항 5: 해당되면, 다음의 모든 사항으로 측정되는 학생 참여:   

A.  학교 출석률; 

B.  만성 결석률; 

C.  중학교 중퇴율; 

D.  고등학교 중퇴율; 그리고 

E.  고등학교 졸업률; 

우선사항 6: 해당되면, 다음의 모든 상황에 의해 측정되는 학교 환경: 

A. 학생 정학률; 

B. 학생 퇴학률; 그리고  

C. 안전 및 학교와의 소속감에 대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기타 자체적인 측정.   

우선사항 7: 어느 정도까지 학생이 접근하고 등록하는지를 나타내는 과목 수강:   

A. 해당되면, 교육법 조항 51210과 51220(a)-(i)하에 설명된 과목들을 포함한 폭넓은 학습 코스; 

B.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개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그리고  

C. 특별한 니즈를 가진 개인에게 제공되고 개발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우선사항 8: 해당되면, 교육법 조항 51210 그리고 51220(a)-(i)하에 설명된 과목들에 대한, 가능하다면, 학생 성과를 

다룬 학생 성과.  

우선사항 9: 어떻게 학교의 카운티 교육감이 퇴학된 학생들의 지도를 담당할 것인지를 나타낸 퇴학된 학생들의 지도 담당 

(카운티 교육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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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사항 10. 어떻게 학교 카운티 교육감이 수양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한 것인지를 다룬 수양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담당 (카운티 교육청만), 다음을 포함함: 

A. 학교 배정에 있어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과 협력   

B. 법정 보고서에 들어가도록 요구된 교육 상태 및 진척 정보를 포함하여, 수양 아동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에 교육 관련된 정보 제공;   

C. 필요한 교육 서비스의 전달 및 담당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년 법원과 협력하며 소년 법원의 정보 요청에 

응답하기: 그리고   

D. 건강 및 교육 기록과 건강 및 교육 패스포트의 효율적이며 신속한 이전 방법 수립하기.    

지역 우선사항은 다음을 다룸:    

A. 지역 우선사항 목표; 그리고 

B. 지역 목표를 향한 발전을 측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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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우선사항 5 그리고 6 비율 계산 지침 

 

교육법 조항 52060 과  52066 아래 주의 우선 사항과 관련하여 LCAP 을 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LEA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적용된다:    

 

(a) “만성 결석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1) 그 학년도(7 월 1 일 – 6 월 30 일)동안 만성적으로 결석한 저학년, 고학년, 또는 단기간 등록한 

학생들의 수로 여기서 “만성 결석자”는 학생이 등록한 총 일수에서 학생이 결석한 총 일 수를 

나눴을 때-그리고 학교가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등록한 총 일수에 수업을 진행했고 학교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교육구의 정규 수업일에 실질적으로 가르쳤을 때-그 학년도의 수업이 

있는 날의 10% 이상을 결석한 학생을 의미한다.   

(2) 그 학년도(7 월 1 일 – 6 월 30 일)동안 저학년, 고학년, 또는 단기간 등록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 

 

(3) (1)을 (2)로 나눈다.   

 

(b) “중학교 중퇴율”은 5 CCR 섹션 1039.1 에서 정한대로 계산될 것이다.   

  

(c) “고등학교 중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1) “집단”이 연도 1(시작하는 집단) 에 첫 9 학년이 된 학생들의 수 더하기 전학 온 학생들, 빼기 

학년도 1,2,3, 그리고 4 동안  전학 가거나, 이주하거나, 사망한 학생들이라 정의했을 때, 그 

집단에서 연도 4 말까지 중퇴한 집단 멤버들의 수.   

 

(2) 집단 멤버들의 총 수.   

 

(3) (1)을 (2)로 나눈다. 

 

(d) “고등학교 졸업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1) “집단”이 연도 1(시작하는 집단) 에 첫 9 학년이 된 학생들의 수 더하기 전학 온 학생들, 빼기 

학년도 1,2,3, 그리고 4 동안  전학 가거나, 이주하거나, 사망한 학생들이라 정의했을 때, 그 

집단에서 연도 4 말까지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또는 성인 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거나 

캘리포니아 고등학교 실력 시험에 합격한)을 받은 집단 멤버들의 수.   

  

(2) 집단 멤버들의 총 수.   

 

(3) (1)을 (2)로 나눈다.  

 

(e) “정학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이다:   

 

(1) 한 가지 이상의 사건에 연루되어 그 학년도(7 월 1 일 – 6 월 30 일)동안 정학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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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학년도(7 월 1 일 -6 월 30 일)동안 저학년, 고학년, 또는 단기간 등록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   

 

(3) (1)을  (2)로 나눈다. 

 

(f) “퇴학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그 학년도(7 월 1 일 -6 월 30 일)동안 한 가지 이상의 사건에 연루되어 퇴학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    

 

(2) 그 학년도(7 월 1 일 – 6 월 30 일)동안 저학년, 고학년, 또는 단기간 등록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의 

수.   

 

(3) (1)을 (2)로 나눈다.  

 
 

 

노트: 정부 기관 인용: 섹션 42238.07 그리고 52064, 교육법. 참조: 섹션 2574, 2575, 42238.01, 42238.02, 42238.03, 

42238.07, 47605, 47605.6, 47606.5, 48926, 52052, 52060, 52061, 52062, 52063, 52064, 52066, 52067, 52068, 52069, 

52070, 52070.5, 그리고 64001,; 20 U.S.C. 섹션 6312 그리고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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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안내 질문들 

안내 질문들: 연간 검토 및 분석   

1)  어떻게 활동/서비스가 모든 학생의 니즈를 다뤄왔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바람직한 성과를 낳았습니까?   

2)  어떻게 영어 학습자들, 저소득 학생들, 그리고 수양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포함하여, 교육법 조항 52052 에 

따라 파악된 모든 학생 하위그룹들의 니즈를 다루어 왔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활동/서비스의 제공이 어떻게 

바람직한 성과를 낳았습니까?   

3) 어떻게 활동/서비스가 특정 학교의 파악된 니즈와 목표를 다뤄왔으며 이러한 활동/서비스가 바람직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까?   

4) 어떤 정보 (예., 양적 및 질적 자료/측정 기준)가 연간 업데이트에서 목표를 향한 진척을 검토하는 데 

조사되었습니까?   

5) 목표와 예상되는 측정 가능한 성과(들)을 향해 어떠한 발전이 성취되었습니까? 그 목표를 향해 발전을 하는 데 그 

활동과 서비스가 얼마만큼 효과적이었습니까? 활동 및 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및 진척사항 검토의 결과로써   

어떠한 변경이 LCAP 내 목표, 활동, 서비스 및 지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6) 예산 지출과 추정 실제 연간 지출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안내 질문들: 이해관계자 참여 

1) 어떻게 해당 이해관계자들(예., 교육법 조항 42238.01 에서 파악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 지역사회 일원들; 지역 교섭 단위; LEA 직원;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들; 카운티 교육청 수양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국선 특별 옹호자들, 그리고 기타 수양 청소년 

이해관계자들; 영어 학습자들을 대표하는 지역사회 단체들; 그리고 적절한 다른 이들)이 LCAP 의 실행을 

개발하고, 검토하고 지원하는 데 관여하고 참여해 왔습니까?   

2)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이 LCAP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LEA 의 과정에 포함되어 왔습니까?   

3) 어떠한 정보(예., 정량 및 정성 자료/측정 기준)가 주의 우선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LCAP 목표 설정 과정을 알리기 위해 LEA 에 의해 사용되었습니까? 어떻게 그 정보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까?     

4)  어떠한 변경이, 만약 있었다면, 모든 LEA 의 참여 과정을 통해 LEA 에 의해 받은 서면 의견이나 다른 피드백의 

결과로 채택 전에 LCAP 에서 이루어졌습니까?   

5)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교육법 조항 42238.01 에서 파악된 학생들의 학부모와 보호자 대표자들과의 참여를 

포함하여, 해당되면, 교육법 조항 52062, 52068, 또는 47606.5 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를 요구하는 법적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졌습니까?    

6) 어떠한 구체적인 활동들이 5 CCR 조항 15495(a)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학생들과 상담하는 데  

     취해졌습니까? 

7)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지속되고 지원되어 왔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주의 우선 

사항과 관련하여,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한, 학생들의 향상된 성과를 지원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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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질문들: 목표, 활동 및 서비스   

1) “학습 환경”에 관련된 주의 우선사항을 다룬 LEA 의 목표(들)는 무엇입니까?: 기본 서비스 (우선사항 1), 주의 

기준 실행 (우선사항 2), 그리고 과목 접근 (우선사항 7)?   

2) “학생 성과”와 관련된 주의 우선사항을 다룬 LEA 의 목표(들)는 무엇입니까?: 학생 성취 (우선사항 4), 학생 성과 

(우선사항 8), 퇴학된 학생들의 지도 담당 (우선사항 9 – 카운티 교육청만), 그리고 수양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담당 (우선사항 10 – 카운티 교육청만)?   

3) 학부모와 학생 “참여”와 관련된 주의 우선사항을 다룬 LEA 의 목표(들)는 무엇입니까? 학부모 참여 (우선사항 3), 

학생 참여 (우선사항 5), 그리고 학교 환경 (우선사항 6)?   

4) 모든 자체적으로 파악된 우선사항들을 다룬 LEA 의 목표(들)는 무엇입니까?   

5) 개별 학교의 독특한 니즈가 의미 있는 교육구와 /또는 개별 학교 목표의 개발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평가되어 

왔습니까? (예., 학교 자문 그룹, 직원, 학부모, 커뮤니티, 학생들로부터의 조언; 학교 계획 검토; 심화 학교 자료 

분석 등)?   

6) 모든 학생을 위한 LEA 의 목표와 다르게 교육법 조항 52052 에서 정의한 그룹 및 교육법 조항 42238.01 에서 

정의한대로 중복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독특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7) LCAP 의 기간 동안 매년 각 목표와 연관된 구체적인 예상 측정 가능한 성과는 무엇입니까?   

8) 각 주 또는 지역 우선사항을 다루기 위한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 고려되고/검토된 정보는 무엇입니까? (예., 양적 

및 질적 자료/측정 기준)   

9) 개별 학교를 위해 어떤 정보가 고려/검토되었습니까?   

10) 교육법 조항 52052 에서 파악한 하위그룹들을 위해 어떤 정보가 고려/검토되었습니까?   

11) LCAP 에서 파악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서비스가 모든 학생, 교육법 조항 52052 에 따라 파악된 

학생 하위그룹들, 특정 학교, 영어 학습자, 저소득 학생들, 그리고/또는 수양 청소년에서 제공될 것입니까?   

12) 이러한 활동/서비스가 어떻게 파악된 목표와 예상되는 측정 가능한 성과와 연결됩니까?   

13) 어떠한 지출이 파악된 목표의 결과로써 활동/서비스에 변경을 지원합니까? 이러한 지출을 LEA 의 예산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2016 년 10 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준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