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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Murray 시장 교육 회담 개최 

  

시애틀(2016년 2월 18일) – 올 봄, Ed Murray 시장은 교육 회담을 개최하여 

시애틀 학생, 가정,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회담은 4월 30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회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공립학교 

간의 쉽게 좁혀지지 않은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Murray 시장은 

말했다. “이는 비단 시애틀 학군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므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Murray 시장의 교육 회담은 유색인종 및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학생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기회와 성과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파트너십을 

쌓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대변인 및 각 지역 지도자는 각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시애틀 내 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높은 성취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하는지를 함께 공유할 것이다. 



“우리 지역 공립학교 개선과 관련하여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교육, 공정, 자치 위원회 위원장이자 협의회 회장인 

Bruce A. Harrell은 말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 선생님들이 더 많은 
자원을 얻기를 바랍니다.우리 곁에는 첨단기술 기업들과 우리 시의 자선사업을 통한 
굉장한 기회가 있습니다.저는 교육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언제나 제 삶의 중심이었으며 극심한 편견, 인종주의, 혐오주의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회담 공동 회장 4인: 
 

•         Ron Sims, 전, 미국 주거 및 도시 개발부 부장관  
•         Brad Tilden, 알래스카 항공 회장 겸 CEO 
•         Sheila Edwards Lange, 시애틀 센트럴 컬리지 임시 총장 

•         Kristin Bailey-Fogarty, Eckstein 중학교 교사 및 KCTS 2013 골든 애플 
어워드(Golden Apple Award) 수상자 

 

“학부모, 학생,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제시하는 
전략이 공감을 사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공동 회장 Ron Sims는 말했다. 
 

Murray 시장은 회담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및 지역사회 대변인, 
교육자, 사업체 및 자선사업 리더로 구성된 자문 그룹을 만들었다. 이 자문 그룹은 
학업 성취 격차를 좁히기 위해 시애틀 시가 자원과 노력을 어떻게 가장 최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에 관한 권고를 제시할 것이다. 시애틀 학교 감독관인 Larry 
Nyland 박사와 시애틀 학교 위원회 위원장 Betty Patu도 이에 참여할 것이다.  
기타 그룹 구성원 이름은 곧 지명 예정이다. 
 

“전체 지역사회는 모든 학생에게 질 좋은 교육을 보장해 줄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Nyland 박사는 말했다.  “우리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견해를 가지고 참여해야만 우리 모두 하나의 지역사회, 하나의 학교 시스템으로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까지 몇 주 동안, 시애틀 학교 및 몇몇 지역사회 기관은 시애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핸 지역사회 회담을 공동으로 개최할 것이다. 
장소와 날짜는 추후 공지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필요 시 
통역 및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학생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시애틀 공립학교, 지역사회, 가정, 
학생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성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시 교육 및 조기학습국장은 말했다. 
 

1990년, Norm Rice 시장은 교육 회담을 열어 시와 시애틀 공립 학교 및 교육 
대변인 간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시 주민들은 학생 및 교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가정 및 교육 과세를 제시하기 위해 한 데 자리해 주었다. 
 

~M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