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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ollege Promise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로스앤젤레스시와
지역 및 캘리포니아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College Promise(LACP)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고등 교육 및/또는 인력자격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입니다. 

LACP의 목표는 학생들이 “올바른 시작”을 통해 효율적으로 
적시에 학위를 받거나, 대학 편입을 하거나, 인력자격
수료증을 받아 “올바르게 끝내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다음은 LACP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 첫 해 등록금 면제 
• 우선 등록
• 다양한 학술활동 및 학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지원팀

대학에 진학할 고등학생의
수와 비율을 증가시킨다

캘리포니아 인력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로스앤젤레스 칼리지 약속)



아시아계, 2.2%

백인, 3.4%

흑인, 3.6%

필리핀계, 2.0%

히스패닉계, 87.3%

2019년 2월 부터 현재까지의 학생 데이터 
• 현재 LACP 학생으로 확인된 4,942명 (추가 472명은 CA Promise 

    학생임)

• 2017년 LACP 학생의 76%가 가을 학기로 진학했음 (50%는        

    풀타임 정규학생으로)

• 2018년 LACP 학생의 약 19%는 주정부 등록금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음 (College Promise Grant – 이전에 ‘BOG’로 알려졌음) 

• 2018년 LACP 학생 중 약 87%가 히스패닉이라고 했음.

2016년 가을 대비 통계  
• 로스앤젤레스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LACCD)에 소속된 9개의 

    대학에 처음으로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한 LAUSD 학생들의 

    수가 56% 증가했습니다.

• 최근 LAUSD 졸업생의 전체 등록 건수는 24 % 증가한 반면 주 전

    역의 추세를 보면 고등학생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등록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LA College Promise 에 참여하려면 의무적으로 재정보조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재정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 모든 LACP 학생들은 과외, 멘토링 및 상담과 같은 추가적인 “랩 어

    라운드 (wrap around)”서비스를 받습니다.

학생 데이터 - 민족 (2019년)

핵심 구성 요소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학생들을 위한
조기 홍보 및 참여 

• 대학 정보를 위한 날

• 고등학생을 위한 FAFSA (연방학비보조신청서)

      무료 신청서

• 우선 등록

• 강점 기반 배치를 위한 총체적 평가 

• 지원 서비스 사전 등록 

첫 해 경험

• 여름 전환 (연장된 오리엔테이션 기간)

• 첫 해 학비 무료 (등록비 없음) 

• 학기 당 12-15 유닛 

• 필수인 영어와 수학을 포함한 체계적인 일정

• 지속적인 성공 코칭, 조언, 멘토링



2016년에 처음으로 학생이 된 LAUSD의 풀타임 정규학생이 비교 대상 그룹입니다.

풀타임 정규학생 등록
연구에 따르면 중등 과정 이후 학생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입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급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필요인력을 충당하려면 100만 명의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약속의 힘
LA College Promise는 이미 (현재 LACCD의 9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해 강력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A College Promise가 거둔 초기 성공
(2017-2018년)

LA College Promise는 다음과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0228v8

—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대학 수준의 영어와 수학을 
완료했음.

(71% 증가한 수치)

—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첫

해에 30 유닛을 수료했음. 
(23.8% 증가한 수치)

—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다음 가을 학기에
진학했음.

(17.7% 증가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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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