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보호자님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insert school name]

는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교육청(DOE)에서는 전국적인
비영리 교육기관인 Equal Opportunity School(EOS)들과 협력하여 우리 학교들 내에서의
학습문화를 연구 개발하고 수준 높은 고등학교 수업과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Lead Higher와 본교의 파트너십은 deBlasio 뉴욕시장의 평등 &
우수(Equity & Excellence) 아젠다, 그 중에서도 특히 AP for All 이니셔티브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러한 EOS와 Lead Higher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는 본교의 모든 학생들이
추수감사절 연휴 이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
문항은 학생들의 수업 및 학교 경험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난이도 높은 과정의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된 학생을
식별해 내고, 현재 및 미래에 학생들을 학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 학생들의 사진을 EOS에 제공하여 Student Insight Card 제작에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Student Insight Card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큰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대화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Student Insight Cards 는 학교 리더들 및 기타 관련 학교담당자들에게 AP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가장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식별해 내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육청의 “비영리 목적의 학생 사진, 영화, 동영상 촬영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본 통지문에 첨부된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학교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귀 자녀에게 긍정적인 혜택만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저희가
본교의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에 관한 질문이나 염려가
있으시거나, 이번 파트너십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학교장에게
[insert contact info here]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가정과 협력하여 우리 학생들의 대학진학에 도움이 될 수준 높은 학과과정에 접근할
기회가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qual Opportunity Schools 및 Office of Equity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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