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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학부모님들께, 

 

여러분의 학교 교육감으로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과 가족들을 

만나 뵙고 여러분의 아이들과 학교들에 대한 희망 사항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제 인생과 업무 경력을 조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금속 세공 노동자와 

미용사 였으며 저는 애리조나 투스칸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조부모님은 멕시코에서 이민 

왔으며 저는 유치원에 갈 때까지 영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들은 대학 공부를 전혀 

못하셨던 분들이지만, 저와 제 쌍동이 형제의 인생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 부모님은 자식들의 인생에 대학 졸업장과 의미 있는 직장이 포함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도 자녀를 위한 동일한 기회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공립 교육이었기 때문에 제 인생을 공립 교육을 위해 

바쳐왔습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약 30 년 전에 교사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중언어 사회 및 음악 교사로 시작하여 후에 투스칸의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라스베가스의 지역 수퍼인텐던트 및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휴스턴의 

수퍼인텐던트로 근무하였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이미 우리 학생들, 교사들, 학교들 및 가족들이 이미 이루어가고 있는 

튼튼한 공교육을 더욱 튼튼히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Bill de Blasio 시장의 

모두를 위한 평등과 우수성(E&E)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과 

우수성(E&E)은 우리가 모든 4 세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종일, 수준 높은 모두를 위한 

Pre-K 프로그램 및 각 어린이가 이런 발달 단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3-K 를 

확대하는 것의 원동력입니다. 유니버설 읽기쓰기 이니셔티브를 통해, 저희는 우리의 모든 

학생들이 학년 레벨의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저희 학생들의 조기 교육에 

더해, 저희는 모두를 위한 대학 엑세스 및 모두를 위한 AP 를 통해 모든 공립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진학 및 취업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한 

교육의 협력자이시며 함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학교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교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심장이며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기회, 지원 및 안녕을 위한 교두보 

입니다. 훌륭한 교육은 다음 세대에 능력을 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런 여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향후 몇 달 내로 많은 여러분들을 

만내 뵙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뉴욕시의 미래 의사들, 테크 산업 

리더들, 교사들 그리고 시장들입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일하고, 옹호하며 

보살필 것을 약속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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