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부정적인 선언 채택 의향 통지
그리고
예비 환경 평가를 위한 공개 의견 수렴기간 공지
TO: 기관, 조직 및 이해 관계자분들께
프로젝트 타이틀: 라이즈 고향 중학교
주제: 완화된 부정적 선언 채택 의향서및 예비 환경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공지
캘리포니아

환경품질법(CEQA)에

따라

주도기관인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

또는

교육구)가

CEQA(공공자원법(PRC), 13 부, 21000 부 등)에 따라 라이즈 고향 중학교(제안된 프로젝트)에 대한 완화된 부정선언 및
지원 초기연구(MND-IS)를 마련했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CEQA 법령] 및 캘리포니아 규정 법전 [CCR], 제 14 편, 제 6 장,
제 3 장, 제 15000 항 등. [CEQA 가이드 라인]). IS 에 근거하여 LAUSD 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MND 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구는 개정된 캘리포니아 규정 강령 제 14 편, 제 3 장, 제 15072 조 및
15073 조를 준수하여 공고를 합니다.또한 프로젝트를 위해 예비 환경 평가(PEA)가 준비되었으며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프로젝트 위치: 1700 and 1710 West Olympic Boulevard, and 1001, 1003, 1005, 1007, 1011, 1015, 1019, 1023, and 1029 South Beacon, Los
Angeles, 90004
프로젝트설명: 프로젝트 신청자인 브라이트스타학교는 로스앤젤레스시 West Olympic Boulevard 와 Beacon Avenue 의 남서쪽
코너에 있는 사이트에서 전세 학교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LAUSD 의 개발 승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프로젝트는 68 학년의 450 명의 학생과 40 명의 정규 및 파트 타임 교사 및 직원을 위한 새로운 차터 중학교를 개발할 것입니다.
캠퍼스에는 직원 공간(접수/사무실/행정/교사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지원 공간(관객, 보관, 전기/통신실), 21 개의 교실,
다목적실 및 서버리,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약 69,200 평방피트의 4 층 건물이 포함될 것입니다. PEA 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수행된 현장 평가 조사 결과를 제시합니다. 캠퍼스는 정부 코드 섹션 65926.5(코르테즈 목록)에 따라 편집된 목록에
없습니다.
문서 사용 가능: MND-IS 와 PEA 는 아래 나열된 위치에서 정규 업무 시간 동안 공개 검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o

라이즈 고향 중학교, 3020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57
라이즈 고향 중학교 웹사이트: https://brightstarschools.org/District/Department/9-Public
-서류-정보

●

Pico Union Branch 도서관, 1030 S Alvarado Street, Los Angeles, CA 90006

●

Felipe de Neve Branch 도서관, 2820 West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57

●

LAUSD 환경보건및 안전 웹사이트

o CEQA IS-MND: http://achieve.lausd.net/ceqa
o PEA: http://achieve.lausd.net/siteassessment

●

CEQAnet 웹 포털: https://ceqanet.opr.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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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검토 기간: MND-IS (캘리포니아 규정 강령, 제 14 편, 15073 조제(a)항에 따라)는 September 30, 2021, to October 30, 2021
30 일 동안 공개 검토 및 의견수렴이 가능합니다.
응답 및 의견: 기관 또는 조직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의견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CEQA 질문 및 의견
로스앤젤레스 통합 교육구
환경보건안전국
Attention: Ms. Eimon Smith, CEQA 프로젝트 관리자
333 South Beaudry Avenue, 21st Floor, Los Angeles, CA 90017
Email: CEQA-comments@lausd.net
제목 줄에 "Bright Star Charter Middle School"을 포함하십시오.
커뮤티티 회의: 브라이트 스타 학교는 2021 년 10 월 12 일 오후 6 시에 Bright Star Schools, 600 S. La Fayette Park Place
Los Angeles, California 90057 에서 공개 회의를 개최합니다. 기관, 조직 및 이해 관계자를 초대합니다. MND-IS 에
참석하고,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십시오. LA 카운티 보건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안전 조치가 시행됩니다.
LAUSD 이사회 청문회: 제안된 프로젝트에 관한 추가 정보는 교육구의 OEHS 웹사이트 http://achieve.lausd.net/ceqa 에
게시됩니다. LAUSD 교육 위원회(이사회)는 예정된 회의에서 이 항목을 고려할 것입니다. LAUSD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회의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려면 http://laschoolboard.org 를 방문하십시오. 이사회 회의는 로스앤젤레스 333 South
Beaudry Avenue 위치한 지구 본부의 이사회실에서 개최됩니다. 기관, 단체, 이해관계자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