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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6 월 28 일, 

글렌데일 교육구 학생, 가족 및 커뮤니티 구성원 여러분께: 

저는 여러분의 차기 교육감으로 선택되어서 영광이며 흥분됩니다. 저는 지난 20 년 동안 글렌데일 주민이기에 

자랑스럽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자이며 이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저는 이 엄청난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직위와 함께 하는 커다란 책임들을 다 할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저는 지난 34 년의 경력 기간 동안 다양하게 많은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커뮤니티가 바라는 높은 

기대치와 학생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교육구를 이끌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여정은 교육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 교직원들을 지원하며, 크게 참여하는 가족들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장점들을 소중히 여기도록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를 인도하는 원칙은 성공을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끝없는 길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를 글렌데일로 이끈 것들 중 하나는 우리 교육구가 모든 학생들에게 진심을 다해 

개별화된 학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FLAG 이중언어 몰입 프로그램으로부터 매그넷 학교, 경력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 데일리 고등학교와 버듀고 아카데미와 같이 대체 교육 옵션까지 글렌데일 교육구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개발할 것입니다. 

제가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극대화하여 대학으로의 진학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 학생들의 사회 및 정서적 필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강한 학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창조하기 위해 회복 훈련 (Restorative Practices)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하길 기대합니다. 

저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저에게 믿음을 주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으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생, 가족 및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지속적인 대화로 통합하는 역할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최고의 자아로 성장하고 뛰어난 전문성을 준비하며 커뮤니티에 봉사하도록 돕기 

위해 사업체, 고등 교육기관 및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흥분되며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시길 바랍니다. 향후 수개월 동안 저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내 모든 학교들을 방문하여 모든 커뮤니티를 배울 계획입니다. 함께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저는 이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Vivian Ekchian, 교육학 박사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