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1 월 15 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사회 여러분께,  

이번 주 월요일에 우리는 행동을 실천하고 봉사의 삶을 살며 민권과 사회 정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의 업적을 기립니다. 킹 박사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글렌데일 교육구 내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인종적 정의와 포용을 믿고 모델을 추구하는 학교 지역사회로 전환하고 구축할 수 있다는 

희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학사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루어낸 발전이 특히 자랑스럽습니다. 작년 2 월, 우리 

교육위원회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학생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픙요로운 문화, 공헌과 가치 인식하기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의 일부로서, 교육구는 “우리 공동의 미래는 교과과정, 학급 

문화, 학생과 학부모/후견인 그리고 서로간의 관계에 달려있는 까닭에 이것들에서 인종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다 함께 이 말들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교육구적으로 인종과 

형평성에 대해 용기 있는 대화를 나누고 우리들 자신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기 위한 전문성 개발을 제공하기 위해 

USC 인종 및 형평성 센터 (Race and Equity Center)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 교사, 학교 및 교육구 행정관 그리고 교원, 학부모/후견인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문화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책임 있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워킹 그룹을 

자랑스럽게 출범시켰습니다. 우리들의 학교 커뮤니티들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기념하고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문화 행사, 서비스 프로젝트 및 일련의 강연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 2 월까지 이어질 흑인 역사의 달(Black History Month)을 기념하여, 모든 

글렌데일 교육구 학교들은 킹 박사의 지역사회 봉사 사명을 기념하기 위해 전교적 서비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다음 교육위원회 각 모임에서 우리 교육구 전반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프로젝트와 다른 활동들의 주요 하이라이트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길 기대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2 월 16 일 교육위원회 모임에서 우리들의 진행 상황을 업데이트 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고 책임 있는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워킹 그룹 멤버들을 초대했습니다.         

저는 글렌데일 교육구 공동체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서도 계속 함께 하고 서로 

지원하며 돌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증오의 근간을 

해체하는 구조, 방침, 실천 및 믿음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포용, 자기 성찰 및 

공감에 기반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확고하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vian Ekchian, 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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