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완화 선언문을 채택할 의사가 있음을 알리는 공지
와 예비 환경 평가서를 위한 공공의 의견 수렴 기간에 대한 공지
받는 사람: 기관, 조직, 단체 및 이해 관계자들
프로젝트 제목 : 라이즈 고향 고등학교 (Rise Kohyang High School)
주제 : 완화된 부정적 선언을 채택할 의사 표시 및 예비 환경 평가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 공지
공지 합니다. 로스 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LAUSD 또는 District)는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 관리법 (CEQA)에 의거한 승인 기관입니다.
통합 교육구는 라이징 고향 고등학교 (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해 초기 환경 연구서와 환경 완화결정문 (Mitigated Negative Declaration and
Initial Study)을 캘리포니아 환경관리법과 캘리포니아 규제 법규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읍니다 (Public Resources Code [PRC], Division 13, Section
21000 et seq. [CEQA Statute] [CCR], Title 14, Division 6, Chapter 3, Section 15000 이하 [ CEQA 지침]). 초기 환경 연구서 (Initial Study)에 의거하여
통합교육구는 제안 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환경 완화 선언문 (Mitigated Negative Declaration) 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읍니다. 이에 통합교육구는 캘리포니아 법전 편제, 제 14 장, 제 3 장, 제 15072 항 및 제 15073 항을 준수하여
공고합니다. 또한 예비 환경 평가서 - 동등문헌 (Preliminary Environmental Assessment [PEA]) 도 작성되었으며 이 자료도 검토할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프로젝트 위치: 3500, 3468, 3478 3474, 3470, 3464, 3506, and 3510 West 1st Street, and 119 and 115 South Madison Avenue, Los Angeles, 90004
프로젝트 설명: 프로젝트 신청자인 Bright Star Schools 는 LAUSD 로부터 차터 스쿨 (Rise Kohyang High School; 제안 된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개발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새로운 차터 고등학교는 600 명의 9-12 학년 학생들과 75 명의 풀 타임 및 파트 타임 교사와
교직원의 수용력을 갖출것입니다. 이 학교는 76,390 평방 피트의 2 층 건물로써 직원 공간 (접수 / 사무 / 관리 / 교사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다용도 지원 공간 (청소, 보관, 전기 / 통신실), 24 개 교실, 다목적실, 체육관 및 반 지하 주차장등으로 구성 될것입니다.
예비환경 평가 동등서 (PEA)는 프로젝트 대지에 관련한 환경영향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읍니다. 고등학교 캠퍼스는 법규 Government
Code Section 65926.5 (Cortese List)에 속해있지 않은 대지입니다.
문서 검토 방법과 장소: MND-IS 와 PEA 는 아래 나열된 지역의 정규업무 시간 중에 일반 대중이 검토 할수 있습니다.
●
●
●
●
●

LAUSD,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333 South Beaudry Avenue, 21st Floor, Los Angeles, CA 90017
(by appointment, call (213) 241-3417)
Rise Kohyang High School, 600 South La Fayette Park Place, 2nd Floor, Los Angeles, CA 90057
Felipe de Neve Brach Library, 2820 We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57
Wilshire Branch Library, 149 North Saint Andrews Place, Los Angeles, CA 90004
LAUSD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Website:
o CEQA IS-MND (http://achieve.lausd.net/ceqa)
o PEA (http://achieve.lausd.net/siteassessment)

문서 검토 기간 : 2019 년 6 월 10 일부터 2019 년 7 월 10 일까지 30 일간 MND-IS (캘리포니아 법규, Title 14, Section 15073 (a))와 PEA 를
검토할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수 있읍니다.
응답 및 의견 : 의견을 보낼때에는 귀하의 기관, 조직, 단체의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주십시오 :
CEQA and PEA Questions and Comments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Attention: Ms. Eimon Smith, CEQA Project Manager
333 South Beaudry Avenue, 21st Floor, Los Angeles, CA 90017
Email: CEQA-comments@lausd.net
Please include “Bright Star Charter School” in the subject line
공개 회의: Bright Star Schools 는 2019 년 6 월 17 일 오후 6 시에 로스 앤젤레스의 3020 Wilshire Blvd 2 층 Rise Kohyang Middle School 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기관, 조직, 단체 및 이해 관계자는 공개회의에 참석하여 초기 환경 연구서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권장합니다.
교육위원회 공청회 : 제안 된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교육구의 OEHS 웹 사이트 (http://achieve.lausd.net/ceqa)에 게시됩니다. LAUSD
교육위원회 (Board)는 예정된 회의 중에 이 프로젝트의 고려할것입니다. LAUSD Board 웹 사이트에서 http://laschoolboard.org 에서 공청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교육구 위원회 공청회는 로스 앤젤레스의 333 South Beaudry Avenue 에있는 교육구 본부 (District
Headquarters)의 위원회 방 (Board Room)에서 열립니다. 기관, 조직, 단체 및 이해 관계자의 참석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