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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역사회 대화 교육 회담 시작
시애틀 (2016 년 3 월 1 일) - 올 봄, Ed Murray 시장은 시애틀 학생들의 공정성과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된 견해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가정, 교사, 학교 지도자, 학군 지도자, 그리고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모임을 가질것이다. 시장의 교육 회담은 4 월 30 일 Garfield 커뮤니티 센터 에서 열릴 것이다.
회담 전에 일련의 지역사회 대화가 시 전역에서 열릴 것이다. 이 대화는 교사, 가정, 학생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학생과 학교가 직면한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풍부한 대화를 가질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토론은 교육 회담의 촛점으로 안내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잘 되고 있는게 무엇인지, 격차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하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Murray 는 말했다.
지역사회 대화는 지역사회 파트너들의 범위에 의해서 개최 될 것이다: 시애틀 수도권 상공회의소,
흑인기독교 성직자 연합, First Place 학교, South East 시애틀 교육협회, OneAmerica, Neighborhood
House, 도시연맹, 시애틀 교육협회, 시애틀 흑인학교 교육자연맹, Mockingbird, Treehouse, Red Eagle
Soaring 과 총인디언부족 연합재단, 교육 연맹과 기타 단체들. 추가로, 시애틀 공립학교들이 학교
캠퍼스에서 다섯개의 지역사회 대화를 개최할 것이다.

첫번째 대화:
•

3 월 15 일, 오후 4:30, Mt. Zion 침례교회, 시애틀 흑인교육자연맹과 흑인기독교성직자연합 개최

•

3 월 16 일, 오후 6 시, El Centro de la Raza, El Centro de la Raza 개최

•

3 월 17 일, 오후 12 시, Rainier Avenue 교회, Southeast 시애틀 교육연합과 베트남 우정회 개최

•

3 월 29 일, 오후 6 시 30 분, The 2100 빌딩, Mockingbird, Treehouse, 대 시애틀 YMCA 개최

•

4 월 6 일 오후 6 시, 시애틀 Wood Technology 센터, 시애틀 수도권 도시 연맹 개최

더 많은 지역사회 대화가 이번 달에 첨가될 것이다. 지역사회 대화를 위한 다른 날짜, 시간과 장소는
www.seattle.gov/educationsummit 에서 볼 수 있다.
각 지역사회 대화는 우리학교와 기회의 차이에 대한 설명회를 포함한 시장의 메세지로 시작될 것이고
참석자들이 시애틀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성과 우수성을 이끌어낼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해법을 제공할 기회를 줄 것이다.
시장은 또한 우리학교를 위한 지역사회의 견해를 듣고 시가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며 기회의 차이를
근절하도록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해 교육회담 자문그룹을 구성했다.

자문그룹은 시애틀 교육자, 사업가 및 자선사업 지도자들과 그외 기타로 구성돼있다:
•

시애틀 교육감 Larry Nyland

•

시애틀 교육위원회 위원장 Betty Patu

•

시의회 의장 Bruce Harrell

•

Cassandra Johnston, 시애틀 시의원 PTSA

•

Chris Carter, 교장, Mercer 중학교

•

David Beard, School's Out 워싱턴

•

Ed Taylor, 부학장, 워싱턴대학

•

Erin Kahn, Raikes 재단

•

Erin Okuno, Southeast 시애틀 교육연합

•

Estela Ortega, El Centro de la Raza

•

Fern Renville and Red Eagle Soaring 의 원주민 청년

•

Howard Frumkin, 워싱턴대 보건대학

•

James Smith, 조찬 모임

•

Janis Avery, Treehouse

•

Jennifer Mims, 학부형

•

Kaaren Andrews, 소장, 관계부처 아카데미

•

Kent Koth, 시애틀 대학, 지역사회 업무센터

•

Maud Daudon, 시애틀 수도권 상공회의소

•

Omar Vasquez, Davis Wright Tremaine

•

Pamela Banks, 도시 연맹

•

Phyllis Campano, 시애틀 교육협회

•

Roxana Nourozi, One America

•

Saadia Hamid, 시애틀 주택부

•

Yolanda Watson Spiva, College Success 재단

•

Dwane Chappelle, 시애틀 교육 및 조기학습부

"교육자로써 우리는 매일 교실에서 공정성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시애틀
교육협회 부회장, Phyllis Campano 는 말했다. "제도의 불공평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 년 협상
선두에 공정성을 꼽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조언과 지원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계속 나아갈 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사회 대화를 기대합니다."
"시애틀시 회의소는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때 우리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고 믿습니다."라고
시애틀시 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 인 Maud Daudon 이 말했다. "여기서 성장한 자녀들이 중상류층의
수입을 얻는 직업을 갖게 되고 고용주들은 좀더 재능있는 이지역 출신을 고용할 수 있게 되며 우리 경제는
더욱 생산적인 방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회의소는 Murray 시장의 교육회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으로 비지니스를 이끌어 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명의 교육회담 공동 회장:
•

Ron Sims, 전 미국 주거 및 도시개발부 부장관

•

Brad Tilden, 알래스카 항공 회장 겸 CEO

•

Sheila Edwards Lange, 시애틀 센트럴 컬리지 임시 총장

•

Kristin Bailey-Fogarty, Eckstein 중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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