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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 Angeles Unified 와 AT&T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이 있는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합니다 
  

FCC 의 비상 연결 기금 후원으로 가정에 최대 1GB 속도의 광대역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로스앤젤레스, 2022 년 5 월 3 일 

 

새소식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와 AT&T*는 가정에서 무료로 고속 광대역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열어갈 때, 연결성은 새로운 시대의 펜과 종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로스앤젤레스 학생들과 가족들이 

교육 받고 디지털 생활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필요한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생과 그 가족에게 더욱 발전된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초고속 인터넷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 년 6 월까지 FCC의 긴급 연결 기금(Emergency Connectivity Fund)의 

후원으로 자금을 지원하며, 교육구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옵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 2 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교육감 Alberto M. Carvalho 는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에서 양질의 학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00 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군은 교육감의 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기술 도구와 캠퍼스 

안팎의 고품질 연결 서비스를 누리고, 디지털 세계 발전에 필요한 디지털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모든 가정을 연결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학습이 점점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의 하나입니다”라고 Alberto M. Carvalho 교육감은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로서 모든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학습 기회에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갖추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지원에는 

24 시간 내내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으면 

학생들은 배워야 할 내용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자명한 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는 학생들이 가진 잠재적인 학업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ttps://www.business.att.com/industries/public-secto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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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고속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생의 가정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Carvalho 교육감과 그의 팀에게 갈채를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Rhonda Johnson AT&T California 의 사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교실에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현재와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중요한 이유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도 교육 IT 리더들은 종종 

숙제 격차(Homework Gap)라고 일컫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 학생들은 느린 인터넷 연결 문제에 직면하고, 한 가정에 

학생이 여러 명이면 그 문제는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19%의 가구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스마트폰에 의존하여 인터넷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팎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프로그램은 가족들에게 AT&T FIBER®로 최대 1 기가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를 포함하여 초고속 AT&T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학습하는 속도가 뒤쳐지지 않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가족이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고, 즐기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와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더욱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적격 대상 

현재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학교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가정에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가족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가입 방법을 포함하여 ‘모든 가정을 연결하기(All Families Connected)’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achieve.lausd.net/connect 를 방문하거나 

213.443.1300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AT&T 가 로스앤젤레스 지역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방법 

AT&T 는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전국의 학생, 교사, 도서관 이용자 및 소외된 

가정을 연결하기 위한 교육 기관, 도서관 및 정부 기관이 인터넷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sn.org/tools-and-resources/resource/edtech-leadership-survey-report-2021/
https://news.usc.edu/183952/california-internet-access-usc-survey-broadband-connectivity/
https://achieve.lausd.net/con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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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T&T 는 지난 12 월에 로스앤젤레스에 세 새로운 AT&T Connected 

Learning Center 3 곳을 개설하여 장기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인터넷 연결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인터넷 액세스 및 교육 도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T&T 는 이미 Coalition for Responsible Community Development 의 

YouthSource Center 에 지점을 개설했습니다. 오늘 다음 지점인 Salvadoran 

American Leadership & Education Fund(SALEF)를 열고, Vermont Slauson 

EDC 기술 훈련 센터는 올해 말에 열 계획입니다. 

 

일단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AT&T 는 가정 내 구성원 모두가 인터넷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무료 디지털 

교육 및 멘토링 도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AT&T 가 공공 도서관 

협회(Public Library Association)와 함께 무료 디지털 문맹 퇴치 과정과 워크숍을 

제공하고 AT&T ScreenReady®를 통해 무료 온라인 안전 팁과 도구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AT&T 는 AT&T 가 만든 K-12 학생들을 위해 디지털 학습 

플랫폼인 The Achievery 를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최고의 교육 비영리 

단체들이 제작한 수업 및 학습 활동과 결합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TV 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클립을 제공합니다. 또한 AT&T 직원들은 Connected 

Learning Centers 내에서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개인지도 및 멘토링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AT&T 는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지역사회 투자 외에도 이 지역에 광섬유 및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 

AT&T 는 로스앤젤레스 광역 지역의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에 거의 27 억 달러를 

투자하여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연결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AT&T 광통신은 8 백만 개 이상의 광섬유망이 깔려 있습니다. 

 

*AT&T 소개   

당사는 1 억 명이 넘는 가족, 친구, 이웃이 매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40 여 년 전의 첫 번째 전화 통화부터 오늘날의 5G 무선 및 멀티 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ATT 는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T&T Inc.(NYSE: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bout.att.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investors.att.com 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drea Huguely 

AT&T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화: 972.207.8630 

이메일: andrea.huguely@att.com 

https://www.attconnects.com/internet-access-is-the-key-to-a-brighter-future-for-los-angeles-students/
https://screenready.att.com/digital-literacy/
https://about.att.com/story/2022/the-achievery-digital-learning-platform.html
https://about.att.com/ecms/dam/snrdocs/CAPEX2021/Los%20Angeles_%20CA%20CapEx%20Market%20FINAL%206.29.21.pdf
https://about.att.com/ecms/dam/snrdocs/CAPEX2021/Los%20Angeles_%20CA%20CapEx%20Market%20FINAL%206.29.21.pdf
https://about.att.com/
https://about.att.com/
https://investors.att.com/
mailto:andrea.huguely@at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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