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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A에 대한 투표 승인으로 자금이 확보된 가든 그로브 통합 교육구의 

야망찬 학교 시설 현대화 프로그램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후반기에는  첫 시공식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법안 A의 시행 계획표에는 디자인, 입찰 및 낙찰, 

공사 등 여러가지 분야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교육구는 주 교육부, 주 건설국, 

공립학교 건설 부서 등 주정부 기관들과 함께 65개 학교시설의 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일을 해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올해의 후반기 경에 주정부 

자금배정 위원회가 주정부에서 동일한 금액을 맞추어 제공하기로 한 자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구 관계자는 새크라멘토의 주정부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공사입찰 공고를 

위한 세부사항과 관련 문서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입찰자를 모집하고, 주정부의 

공공 계약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을 통해 프로젝트를 위한 낙찰자를 결정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죠지 웨스트 박사는 “법안 A가 통과되었을 때가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교육구의 현재와 미래의 학생 세대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학교 하부시설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 교육구의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법안 A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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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할 작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2010년 6월에 법안 A에 대한 교육구 유권자의 승인으로 본 교육구가 채권을 

통한 250만불 이외에도 주정부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200만불 이상의 자금을 

제공받게 되므로 교육구 전체에 걸친 대규모 수리 및 현대화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첫 130만불의 채권금액은 2010년 9월에 투자자들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추가 보너스 자금으로 교육구는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 

4천7백만불을 확보하여 프로젝트 예산이 총 5억 천백만불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법안 A의 자금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건축 자재 시장의 비지니스 간 자금거래 

유통과 신규 고용에 따른 소비 증가 등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육구 학교 건물들이 50년 이상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안 A 

지출을 통해 안전시설,  전기 가스 수도 시설, 내부 통신 시스탬 등 노후화된 캠퍼스 

주요 시설 개선하는 데 사용게 될 것입니다. 주정부가 제공하는 자금과 함께 

채권자금은 전기배선, 배관, 전등, 지붕, 인터콤,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히며, 문, 창문, 낙후한 난방, 환풍, 냉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놀이터 안전 매트를 최신화하며, 현 기술에 부합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최신화하고, 화장실과 식수대 시설을 교체하며,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학교로 보수하고, 교실에 새로운 카페트를 설치하고, 학교 내외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등 광범위한 개선 작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올 여름으로 예상되는 공사가 시작되면 우선 8 개의 학교 (브룩허스트, 

엔더스, 가든 파크, 몬로, 시몬스, 웨이컴 초등학교; 벨 중학교; 체프먼-헤팅가 교육 

센터) 가 법안 A 개선 프로젝트 혜택을 받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일부 프로젝트는 

대규모여서 여름방학 중 또는 기타 휴교 기간까지는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학생들은 다른 캠퍼스에 설치된 임시 교실 또는 인근 대체 장소에 

마련된 편의시설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와 음식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는 차질 없이 계속하여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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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3개의 학교(가든 파크, 몬로 초등학교와 벨 중학교)는 2012-

2013학년도 동안 인근 장소의 학교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가든 파크 초등학교는 

패튼 초등학교로, 몬로 초등학교는 노쓰컷 초등학교로 장소를 이전하게 됩니다. 

가든 파크와 몬로 초등학교의 학생으로 인해 이전하는 두 장소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정원수를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벨 중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체프먼-헤팅가 교육센터로 옮기는 대신 

체프먼-헤팅가 교육센터의 성인 교육 프로그램은 법안 A 개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링컨 교육센터의 임시 건물로 이전하게 될 것입니다. 법안 A 

프로젝트의 진행사항을 지역사회와 학부모님께 알려드리기 위해 장소를 이전해야 

할 학교에서 정보의 밤에 대한 날짜를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교육구의 공공 정보 사무실 전화 (714) 663-

6503로 연락하시거나, 교육구 웹사이트인 www.ggusd.us에서 ‘법안 A’를 보시거나  

직접  www.ggusd.us/measurea.html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A에 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askmeasurea@ggusd.us 로 직접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가든 그로브 통합교육구는 대부분의 가든 그로브 지역과 일부의 샌타 애나, 
웨스트민스터, 파운틴 밸리, 싸이프레스, 스탠턴, 애나하임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PR #898 -30- 

  

 

  

tl: 1/20/2012 (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