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영향 초안 보고서
준비 통지서 및
철거 작업 플랜에 대한 공개 의견 기간 통지서
해당 기관:

기관, 단체 및 이해 관계자

프로젝트 제목: Burroughs 중학교 종합 현대화 프로젝트
주제: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14, 제 15082(a), 15103, 및 15375 항에 따른 환경 영향 초안 보고서 작성 및 통지
그리고 철거 작업 플랜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통지

본 통지서는 이로서 주어진 바,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는 (LAUSD) 아래 명시된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보고서 (EIR)
준비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환경 컬리티 법규 (CEQA) 하에 선도 기관임을 알립니다. 해당 선도 기관은 EIR 을 위한 준비
통지서(NOP)와 철거 작업 플랜(RAW)을 작성해왔으며, 이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잠재적 영향을 다룬 환경 분석 범위를
공공기관, 구성원, 단체 및 개인에게 가장 폭넓은 노출과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프로젝트 위치: 10.4 에이커의 프로젝트 부지는 로스앤젤레스 시 행콕탁 근처의 600 S. McCadden Place 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로젝트 부지는 정부 법규 제 65962.5 항 하에 열거된 부지 목록에 없습니다 (Cortese 목록).
프로젝트 설명: 제안된 프로젝트는 Burroughs 중학교 (MS) 캠퍼스의 대부분을 포함하며, Burroughs MS 의 개조공사, 현대화 및
신축 공사로 구성됩니다; 삽 건물, 여학생 락커 건물, 카페테리아-교실 건물 그리고 임시 건물에 위치한 약 18 개 교실의 철거
작업에 포함됩니다. 더불어, 본 프로젝트는 교실 건물, 급식 서비스/다용도 실 (MPR) 건물, 교실/락커 룸 건물 그리고 관리 및
운영 건물의 신축 공사도 포함됩니다. 기타 시설 개선 작업은 캠퍼스-전체의 인프라 구조인데, 이에는 가정용수, 화재,
관개, 가스, 하수도, 저전압 (화재, 전화, 데이터), 전기 및 폭풍 배수, 미 장애인법 (ADA) 준수, 조경, 인공적 요소, 외관
페인트칠이 포합니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캠퍼스 건물 및 부지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동시에 캠퍼스의 업그레이드, 개조, 현대화 및 재구성하여 안전하고 현재 학습지도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보다 나은
시설물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교육구는 새로운 시설의 건축과 함께 캠퍼스에서 비소 그리고/또는 납 농도가 높은 부지 약 160 입방 야드의 토양을
제거하고, RAW 에 의해 제시된 조건에 의거하여 캠퍼스 밖으로 제거시킬 것이다.
잠재적 환경 영향: CEQA 지침 제 15060(d) 항에 의거하여, 초기 연구의환경 분석에 근거하여 교육구는 EIR 이 본 프로젝트의
환경 문서로서 적절한 수준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IR 에서 분석될 환경적 요소: 미학, 대기 컬리티, 문화 자원, 온실 가스 배출,
위험 및 유해 물질, 소음, 보행자 안전 및 교통 그리고 교통 혼잡
RAW는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환경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영향을 받은 토양의 제거 및 외부 처분을 위한 제안된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공개 검토 기관: LAUSD 는 이번 NOP , 초기 연구 (캘리포니아 규제법, 타이틀 14, Section 15082(b)) 그리고 RAW 를 작성하여
2018 년 2 월 16 일과 2018 년 3 월 20 일까지 공개 검토 및 의견을 받기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응답 및 의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락인을 지정하여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CEQA 질문 및 의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환경 보건 및 안전부
담당자: Mr. Edward Paek, CEQA 프로젝트 매니저
333 South Beaudry Avenue, 21st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CEQA-comments@lausd.net
주제 난에 “Burroughs Comp Mod”라고 적어주십시오

RAW 질문 및 의견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환경 보건 및 안전부
담당자: Mr. Dane Robinson, 부지 평가 프로젝트 매니저
333 South Beaudry Avenue, 21st Floor
Los Angeles, CA 90017
이메일: dane.robinson@lausd.net
전화번호: (213) 241-4122

영역 회의: 2018 년 2 월 28 일, 수요일 6:00 PM 에 600 S. McCadden Place in Los Angeles, California 에 위치한 Burroughs 중학교
강당에서 영역 회의를 실시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 단체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참석을 권유합니다.
제공가능한 문서: 초기 연구 및 RAW 는 정규 업무 시간 중에 아래 열거된 장소에서 일반인들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LAUSD 환경 보건 및 안전부 - 333 South Beaudry Avenue, 21st Los Angeles, CA 90017
LAUSD 서부 로컬 교육구 - 11380 W. Graham Place, Los Angeles, CA. 90064
Burroughs 중학교 메인오피스 - 600 S. McCadden Place, Los Angeles, California 90033
메모리얼 도서관 지서 - 46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환경 보건 및 안전부 웹사이트:
o CEQA Initial Study http://achieve.lausd.net/CEQA
o RAW http://achieve.lausd.net/siteassessment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유국
시설 서비스 부서

John Burroughs 중학교
학부모, 커뮤니티 및 인근 주민들
귀하 학교의 종합 현대화 프로젝트가 많은 기대와
기다림 끝에 곧 시작될 것입니다!
설계, CEQA 그리고 부지 평가에 대한 본 프레젝트의
최신

정보를

발표하는

이

모임에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뮤니티 회의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6:00 p.m.
JOHN BURROUGHS 중학교

강당
600 S. Mc Cadden Pl.
Los Angeles, CA 90005

(자녀가 다음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WILSHIRE PARK 초등학교
KIM 초등학교
HANCOCK PARK 초등학교
QUEEN ANNE 초등학교
ROSEWOOD 초등학교
3RD ST. 초등학교
VAN NESS 초등학교
WEST HOLLYWOOD 초등학교
WILSHIRE CREST 초등학교
WILTON PLACE 초등학교

귀하의 자녀는 방대한 현대화 공사를
진행하는
John Burroughs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귀하를 이번 회의에 초대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FSD 커뮤니티 관계부에 계시는TERESA AKINS 씨에게 연락하십시오
● 주요 연락처 (213) 241-1340
● 직통번호 (213) 241-1326
● 이메일 TERESA.AKINS@LAUSD.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