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샤 포터 교육감이 보내는 최종 가정 통신문
2021 년 12 월 23 일
가족 여러분께,
이번 3 월 교육감이 되었을 때, 저는 학생으로서 공부했고, 부모로써 자녀를 입학 시켰으며, 직장 생활 내내 근무했던
학교 시스템을 이끄는 영광을 맞아 진심으로 감동 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비교할 곳이 없이 큰 학교
시스템일뿐만 아니라 또한 주목할 만한 다양성 및 학생, 가족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장 뛰어난
학교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뉴욕시 전역의 가정은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날부터 저희는 모든 학생들에게 9 월에 학교 건물을 완전히 개방하기 위한 중요한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학생들의 사회 및 감성적 필요를 다룰 새로운 지원 시스템, 학생들의 삶의 경험을 반영한 교과과정 및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배운 교훈을 축적한 테크놀로지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것을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홀리데이 시즌이 시작되고 올 해 마지막에 제 역할을 마치며 이번 학년도를 우리 학교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곳으로 만들어 준 첫 번째 달과 홈커밍이 가능하게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이지만 여러분의 파트너십은 저희 학생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교실이
있는 학교 커뮤니티로 돌아와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저는 함께 우리가 이룬 것이 그 무엇 보다
자랑스럽고 감사 합니다.
저는 저의 예전 동료이자 친구인 데이비드 뱅크스씨가 이제 새로운 교육감으로 저의 역할을 이어 받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만든 진척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 저의 마지막 학교 방문 투어에서 한 학생이 “저는 어린 흑인 여학생이며 이런 저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뉴욕시의 첫 번째 흑인 여자 교육감으로써 성공적인 귀감이 되어 주셨으며 그 어느 때보다
제게 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이 직책을 맡으며 만났던 어린 여성들부터 저희 훌륭한 교육
관계자와 뉴욕시 공립 학교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변함없는 지원 부서 직원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에 소개한 어린 여학생 같이 아이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 꿈을 좇는 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협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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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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