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LCFEF GALA PADDLE PLEDGE 개요 

우리 아이들의 힘을 키우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 

“Wellness는 의식적이고 자기 주도적이며,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진화하는 과정이다.” -국립 건강 연구소 

 

라캐나다 스쿨 디스트릭은 (La Canada Unified School District) La Canada Flintridge Educational 

Foundation(LCEF)의 지원을 받아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진학과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지식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유년기, 청소년기, 대학, 성인기를 거치면서 그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회 정서적 스킬인 “toolbox”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교육자로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toolbox”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 적응력, 인내력, 회복력 기르기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전략 배우기 

● 또래나 성인과의 관계 향상 

●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문제를 인지 

● 자아인식와 자기관리 실천 

● 자립지원과 폭넓은 카운셀링 서비스 제공 

 

LCEF의 도움과 많은 연구 개발 끝에 LCUSD는 내년에 wellness 계획의 일환으로 몇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LCFEF GALA PADDLE PLEDGE는 킨더부터 12학년까지 4,10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3가지 구체적인 항목들을 위한 지원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 Grades K-6를 위한 새로운 사회정서 학습법 

LCEF GALA PADDLE PLEDGE기금은 교육, 커리큘럼 자료및 현재 K-6 SEL활동의 강화에 필요한 시행비용을 

포괄, 디스트릭 전체의 세 초등학교에서 공통적인 연구기반 채택과 구현에 사용됩니다. 

 

2. 새로운 LCHS Wellness센터 및 리소스 허브 



LCUSD는 아름다운 캠퍼스 Wellness 센터의 설계및 건설 제안과 함께 청소년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Wellness 센터에 방문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전임 정신건강 의료진을 

추가 지원하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2019 GALA PADDLE PLEDGE기금은 센터를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센터는 LCHS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매일 8-3:30 조용한 공간 오픈 

● Drop-in 지원 

● 위기관리 지원 

● 전자 및 인쇄 셀프 서비스 리소스 

● 전문적인 개인 및 그룹 상담 서비스 

● wellness 테마와 학생 리더쉽을 바탕으로 학생 점심 시간과 학내 활동 

● Peer Support 지원 

 

센터는 모든 직원과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정신건강과 wellness 관련 상담 및 자원 

● 센터 직원과 지역 웰니스 자문위원회가 함께 관리하는 확대된 전자 웹사이트 리소스 

● 정신건강, wellness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위해 조성된 지정 환경 

 

3. 새로운 LCHS COLLEGE & CAREER CENTER 

 

LCHS는 “wellness initiative”의 일환으로 UCLA의 Mental Health에 의해 추천된 모범 사례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진학과 직업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지원 시스템을 강조할 것입니다. LCHS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진학대학, 취업 계획및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할 지정된 공간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학 진로 센터 (College Career Center)는 IRC의 

반 이층에 있는 iMac lab공간에 생길 예정입니다. LCFEF Gala Paddle Pledge는 그 공간의 개조뿐만 아니라 

그곳에 채워질 새로운 가구, 컴퓨터 모니터 및 프리젠테이션 장비를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인생에서 노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갈라에서 노(Paddles)를 들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