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고

B 평가 학교 시설 업데이트
부에나 팍 교육구

학생의 미래를 위한 준비

교육감의 메세지
부에나팍 학군 친우 귀하,

2014년, 부에나팍 학군은 지역사회에 학급 및 학교에 학생
들이 청결하고 안전한 건물 내에서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반드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수리 및 최신화
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지역사회는 7천
1백만불 ‘B’ 학교 안전 평가, 현대화 및 수
리 본드[채권]에 대한 압도적인 승인을 통
해,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상태 개선을 위
하여 필수적 리소스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수리 및 업그레이드의 제1 단계가 이미
완수되었으며, 교실과 학교 현대화의 제2
단계를 진행하고 있음을 자부심 있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개월간, 네트워크 기반시설을 업데이트하여 상호 디
지탈 미디아 및 모빌 강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매끄로운 균
일한 연결을 학생 및 교사들에게 제공하여 실세계/실시 리소
스를 협력적이며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

니다. 저희 학군의 7개 학교 중 5개교를 재디자인하여, 각 학교
캠퍼스 상 상당한 안전, 설계 및 시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저희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보안된 편안한 건물과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매스터 기획 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안전
성, 학생들의 성취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결정
된 고도의 우선순위 프로젝트가 이행되고 있음을 기꺼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가 ‘B’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공헌한 모든 이들, 특히 학부모
및 감독위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직원팀의 우수함,
적시 및 예산에 적절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한 그들의 기획 및
노력을 자랑스럽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재정보고서및 프로젝트 제안을 검토함에 있어 자진
봉사하여 시간 및 근면함을 보여준 저희 시민 본드 감시 위원
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피드백 및 가이드는 저
희 프로그램 , 직원팀 및 관리 위원회에 있어 소중한 가치를 부
여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부에나팍 학군은 두가지 가이드 원칙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 즉, 재정적 책임에 대한 세심한 적용 및 학생들을 위한 고도
의 양질 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희 학생 및 학교측에 투자를 해주신 BPSD 지역사회에 대
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도 및 학습 환경 개선과 현대화에
의 향상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본 안내책자를 잠시 참조하시고 저희 학군의 현
대화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Greg Magnuson, 교육감

완성된 프로젝트

네트웍크 (WAN)/무선
네트웍크 (WLAN) 설치

n광
 역

학군 전역 – 3백만달러
 교구청 사무실 및 7개BPSD 학교들
학
은 현재다른 플랫폼에 걸친 다수의WiFi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교
구청 사무실의 신 컴퓨터 서버 기반시
설에는 데이타 백업 센터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n 4학년~6학년에

대한 아이
패드 롤아웃[출시]

학군 전역 – $990,000
 교구청 사무실의 상호작용 기술 기
학
기 제1단계 상, 1,750 아이패드가 4~6
학년 학생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학
생들은 다양한 모빌 강의 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난
 방,

통풍 및 냉방(HVAC) 시
스템 교체
Gordon H. Beatty 초등학교1백만달러
B eatty 초등학교는 주요건물의 HVAC시스
템를 정비하여, 16개 교실, 강당 및 카
페테리아의 신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
하였습니다.

n 고무처리된

운동장

G ordon H. Beatty, Arthur F. Corey, Charles
G. Emery, Carl E. Gilbert,
Mabel L. Pendleton, James A.
Whitaker 초등학교1백만달러
6개 초등학교의 나무조각 운동장 표면
이탄성, 내구성 및 유색 고무물질로 교
체되었습니다. 운동장이 더욱 안전하
고, 조용하고 미적으로 즐거우며, 우수
한 견인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보
 안된

펜스[담]

Carl E. Gilbert 초등학교 $89,671
G eorge Bellis Park [죠지 벨리스 공원] 에 인
접한 Gilbert초등학교 북쪽의 연철 펜스
는 힉생 및 직원들에게 추가의 안보를
제공합니다.

n지
 붕

개선

 에나팍 중등학교, Mabel L.
부
Pendleton 초등학교 및 학교구청
사무실 $390,000

 에나팍 중등학교는 15개의 교실을
부
포위하는 5개 건물의 지붕을 수리했습
니다. Pendleton 초등학교는 8개의 교실을
포위하는 2개 건물의 지붕을 수리했습
니다. 부에나팍 학군의 중앙 사무실의
지붕수리는 새로운 WAN/WLAN 서버의 안
정보장 조치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n대
 형

업그레이드

Arthur F. Corey 초등학교1.6백만달러
Corey 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 건물에 상

당한 대형 업그레이드를 이행하였으
며, 이에는 6개 교실 및 2개 사무실이
포함되었습니다. 건축자는 또한 지붕
을 태양관 채광창으로 교체하고 새로
운 카펫, 새로 페인트된 벽 이외에도
휠체어 승강기를 설치하여 높은 지역
에의 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n 교실

테크놀로지 현대화

 abel L. Pendleton초등학교
M
3.7백만달러
Charles G. Emery초등학교
3.9백만달러
Pendleton의 16개 영구한 교실 및 4개의
이동식 교실과 Emery의 20개 영구한 교

실 및 8개의 이동식 교실에는 전용 디
지털 기기를 특색으로 하며, 이에는70
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 애플 텔레비
전, 벽 칠판, 시스템 콘트롤러 및 확성
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개선은
교사들이 교실 내 어느 곳에서든 수업
을 진행할 수 있고, 학생들은 개인적으
로 더욱 잘 참가할 수 있으며 급우들과
더욱 협동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추가로, 학교측은 신 가구, 바닥, 게시
판 담, 천정 및 전화/시계/보안 경각기
및 카메라 시스템이 갖춰진 벨 시스템
을 받았습니다. Pendleton 및 Emery 행정
사무실도 신 가구, 바닥, 게시판 및 천
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n 주요

업그레이드

Gordon H. Beatty 초등학교,
완성 예상:
2016년 가을 – 2.4백만달러
 프로젝트는 중앙건물에 종합적 대
본
형 업그레이드를 수반하며, 이에는 강
당 및 카페테리아뿐만 아니라 16개의
교실을 수용하게 됩니다.

n 교실

테크놀로지 현대화

부에나팍 중등학교
완성 예상:
2016년 가을 – 6.2백만달러
 에나팍의 36개 영구 교실에는 상호
부
작용 프로젝터 [영사기], 70인치 모니터,
애플 텔레비전, 벽 칠판, 시스템 콘트롤
러 및 확성기를 갖추게 됩니다. 교실에
는 또한 신 가구, 바닥, 게시판 벽, 천정
을 및 전화/시계/보안 경각기 및 카메라
시스템이 갖춰진 벨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행정 사무실에도 신 가구, 바닥,
게시판 및 천정이 설치됩니다.

n7
 학년및8학년에

대한 아이
패드 롤아웃[출시]

학군 전역 – $990,000
 군내 상호작용 테크롤로지 기기가
학
업그레이드되고 1050 아이패드는 7-8
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분배됩니다.

n보
 이스오버IP

시스템

(VOIP) 전화

B eatty, Corey, Gilbert, Whitaker 초등학
교 및 교육구청 사무실
완성 예상: 2016년 6월 - $ 300,000
Beatty, Corey, Gilbert 및 Whitaker초등학교 와
학교구청 사무실의 케이블 전화시스템
은 보이스오버 전화시스템으로 교체되
어 더욱 신속하고 신빙성있는 서비스
및 긴급 시 신뢰할 수 있는 전화시스템
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직원들을 보
호할 것입니다.

To read this brochure in English, please visit our website: www.bpsd.k12.ca.us.
Para leer este folleto en español, por favor visite nuestro sitio web: www.bpsd.k12.ca.us.

부에나 팍 교육구

부에나 팍 교육구

캠퍼스 정보

관리 위원회

n

Gordon H. Beatty School (K-6)

8201 Country Club Drive, Buena Park, 90621
교장: Annie Oei
www.bpsd.k12.ca.us/schools/beatty.aspx
(714) 523-1160

n

Arthur F. Corey School (K-6)
7351 Holder St., Buena Park, 90620

교장: Valerie Connolly
www.bpsd.k12.ca.us/schools/corey.aspx
(714) 522-8389
n

Charles G. Emery School (K-6)
8600 Somerset St., Buena Park, 90621

교장: Dr. Jennifer Pesavento
www.bpsd.k12.ca.us/schools/emery.aspx
(714) 521-5134
n

Carl E. Gilbert School (K-6)
7255 8th St., Buena Park, 90621

교장: Russell Harrison
www.bpsd.k12.ca.us/schools/gilbert.aspx
(714) 522-7281
n

Mabel L. Pendleton School (K-6)
7101 Stanton Ave., Buena Park, 90621

교장: Renee Jeffrey
www.bpsd.k12.ca.us/schools/pendleton.aspx
(714) 521-8568
n

James A. Whitaker School (K-6)
8401 Montana Ave., Buena Park, 90621

Barbara Michel, 회장
L. Carole Jensen, 임시직원
Samuel Van Hamblen, 위원
Brian Chambers, 위원
Rochelle Smith, 위원
Greg Magnuson, 교육감
Kelvin Tsunezumi,
부교육감, 행정서비스
Dr. Ramon Miramonte,
부교육감, 교육서비스
부에나 팍 교육구

학군주민 감시위원회
Frannie Donoghue, 회장
Alan McAuley, 부교장
Cindy Brozzoski, 비서
Kenneth Anderson, 위원
James Banks, 위원
Tamra Banks, 위원
Edna Fortin Pabros, 위원
Mary Fuhrman, 위원
Kimberly Kim, 위원
Glenn Sheek, 위원
Jean Somphone, 위원
자세한 정보는, Citizen’s Oversight Committee
website [시민 감시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bpsd.k12.ca.us/District/FacPrgCC.aspx

교장: Julie Linnecke
www.bpsd.k12.ca.us/schools/whitaker.aspx
(714) 521-9770
n

Buena Park Junior High (7-8)

6931 Orangethorpe Ave., Buena Park, 90620
교장: Erik Bagger
www.bpsd.k12.ca.us/schools/bpjh.aspx
(714) 522- 8491

Buena Park School District

6885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www.bpsd.k12.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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