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를 기억하세요  

공청회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비록 3 년이란 시간이 걸렸으나  드디어 LA 카운티위원회가 세이지브러쉬 

지역이 라카나다 교육구로 영구적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세이지브러쉬 지역 라카나다 교육부의 전입을 원하시고, 또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에 참석해 주세요! 

 

 

청문회에서 UniteLCF!, LCUSD 및 GUSD 대표들이 20 분에 걸친 발표를 갖게 됩니다. 이 토픽의 

결정권을 갖고있는 LA 카운티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됩니다. 

본인의 의견 제출을 원하시면 1~2 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물론 경청만 하셔도 됩니다. 
 

이웃분들과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아이들도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자원 봉사를 원하신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alini Lasiewicz : 818-249-9691 nalini@lasiewicz.com 
www.UniteLCF.wordpress.com 

 

UniteLCF! 하나의 도시 - 하나의 학군 

 

지난 50 년동안 세이지브러쉬 지역의 주민들은 라 카나다 플린트리지의 모든 주민들이 저희 홈타운 
라카나다 플린트리지의 공립학교 (글렌데일 –GUSD 가 아닌)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입/통합을 
모색해 왔습니다.  최근 2 년 동안 두 곳의 교육구는 심각한 토론을 해왔음에도 여전히 전입/통합에 
관한 협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시민 그룹 UniteLCF! 는 Los 

 

Wednesday - OCT 26th @ 6:00pm 

La Cañada Unified School District Board Room 

4490 Cornishon Ave, La Cañada Flintridge 91011 

Wednesday – NOV 2nd @ 6:30pm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2900 Community Ave., La Crescenta, CA 91214 



Angeles County Office of Education (LA COE)에 이제 세이지브러쉬 지역의 교육구를 
글렌데일에서(GUSD) 라카나다 쪽으로 (LCUSD) 전입/통합을 허락해 달라는 공식청원서를 올해 (2016) 
6 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청원서에는 6 가지 주된 이유가 적혀있습니다.  

1 –더 많은 라카나다 학생들의 성취도 육성과 촉진 

2 - 교육 격차와 균차등의 최소화  

3 - 학교와 공공 안전의 업그레이드 

4 - 거주 지역과 관련된 더많은 커뮤니티, 시민 참여와 자치 기회촉진   

5 - 거주 지역 시정부의 대응성, 효율성 및 투명성 개선 

6 – 모든 라카나다 주민의 의견 존중/인정  

 
LA COE 과정은 공식적으로 9 월에 시작되었고 , (앞에서 언급 한) 2 차례의 공청회 이후 4 개월 이내에 
임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위의 6 가지 이유들 외에도, 세이지브러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적 환경에 관한 

필요점들과 관심사인 (훨씬 작은 클래스 크기, 분할되지않은 클래스 및 학생당 더 많은 카운셀러) 들을 

지적할 예정이며, 이러한 것들이 글렌데일 교육구 보다는 라카나다 교육구에서 더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어느 지역 혹은 교육구의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닌, 각 교육구가 해당 지역사회의 감성이 반영된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청원서는 모든 측면에서 제기 된 가장 우선적인 우려또는 관심사에 촛점을 두고있습니다. 
 

GUSD과 LCUSD 간의 재산이나 시설은 전혀 이전/양도 되지 않습니다.  Ocean View Blvd. 에 위치한 글렌데일 

교육구 소유의 대지는 이 청원에서 제외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GUSD  LCUSD 영구적인 전송 기간은 2022/23 년도입니다. 공식적인 전입/통합 기간까지 

시간적인 여유를 둠으로써 양쪽 교육구의 적절한 계획 마련과 더불어 2 곳의 초등학교인 “마운틴애비뉴” 와 

“팜크레스트” 가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GUSD 재학중인 학생 – 또는 형제/자매 – 들은 반드시 Transfer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청회원들은 

GUSD 소속학교 재학중인 학생들과 그들의형제/자매 들은 계속 GUSD 에 다닐 수 있도록 제안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USD 는 “마운틴애비뉴” 초등학교가 계속 세이지브러쉬 지역을 커버하고 유지되는데 중점을 

두고있습니다. GUSD 에 차지하는  세이지브러쉬 지역의 비율은 극히 적은 1~2 %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입/통합의 과정이 전체 GUSD 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