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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생, 가족, 교직원 및 지역사회 여러분께:  
 

우리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우리들의 놀랄만한 학생들, 특히 졸업하는 학생들의 성취와 회복력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되풀이 하여, 우리 학생들은 학업적으로 뛰어나고 눈부시게 빛나는 예외적인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번 학사년에 발보아, 마크 케펄, 호리스 만, 몬테 비스타, 밸리 뷰 및 R.D. 화이트 

초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우수 학교 상을 수상했으며 몬테 비스타 초등학교는 전국 불루 리본 

학교(National Blue Ribbon School)로 지명되었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구의 4 종합고등학교 모두는 

U.S. News & World Report 에 의해 전국 최고 16 퍼센트 안에 드는 고등학교로 선정되었고 뉴스위크 

지에 의하여 전국 최고의 STEM 고등학교에 포함되었습니다. 클락 마그넷 고등학교는 미 연방 교육부 

그린 리본 학교(Green Ribbon School)로 선정되었으며 클락 마그넷 고등학교와 프랭클린 초등학교 

모두는 캘리포니아 교육부로부터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혁신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교육 유지에 대해 

그린 리본 학교(Green Ribbon School) 타이틀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 운동 및 

환경친화적 엔지니어, 로봇 공학, 요리 예술, 공공 안전, 자동차 및 건설 기술, 보건, 과학 및 엔지니어가 

포함된 경력 및 기술 교육에 대해서 최고의 영예를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학사년에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치진 못했지만 이것이 특별한 이 순간을 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2019-20 학사년을 종료할 때 기념할 많은 것들이 있으며 우리들 

앞에는 밝게 빛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학생, 교사, 교직원, 가족 및 커뮤니티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준 회복력과 긍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커뮤니티가 서로 

돕고 진학하는 학생들, 특히 졸업하는 학생들을 기념하는 창조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2020 학사년도 졸업생들에게, 하나의 의심도 없이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전망이 밝고 

도전할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21 세기 세상은 앞선 그 어느 시대보다 전세계적으로 

더 연결되고 테크놀러지 지향적이며 복잡한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훌륭한 졸업생들이 세계 

경제에서 뛰어나며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고 다가올 세대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 것으로 매우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커뮤니티가 엄청나게 자랑스럽고 여러분의 교육감으로 봉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대학, 경력 및 인생에서의 성공을 준비하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Vivian Ekchian, 교육학 박사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