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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Thiele, Superintendent
이사콰학구 학부모 및 보호자님께,
제목: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이 드리는 글
워싱턴주의 학구는 법에 따라 매년 학생의 민족 및 인종 데이터를 공공교육감독국(OSPI)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 및 주 의회가
최근 이 데이터의 보고 범주를 변경했기 때문에 기록 시스템을 완전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가족이 잠시 시간을 내어 학생에게 해당되는 민족 및 인종 정보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된 보고 범주는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하여 학생의 다양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아시아인인
경우 이제 자녀를 중국인, 일본인 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아시아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메리카
원주민인 경우, 자녀의 부족 소속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두 분의 인종이 서로 다른 경우, 두 인종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고 시스템에는 두 가지 필수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학생은 히스패닉/라틴계 또는 비히스패닉/라틴계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학생은 최소한 하나의 인종 범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일부 가족, 특히 히스패닉/라틴계를
선택한 가족은 처음에 해당하는 인종 범주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회가 "백인" 인종 범주에 히스패닉, 라틴계
또는 유럽 출신을 선택한 학생을 포함하도록 의도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어렵다면 사과드리오나, 학구에서는
범주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학구는 기존 학생 인구 통계 기록을 사용하여 새 보고 시스템에서 학생의 기본값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해당되는 가장 광범위한 민족 및 인종 범주를 기본값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히스패닉"으로 기록된 학생은 새 시스템에서
기본값 "기타 히스패닉/라틴계" 및 "백인"으로 입력되었습니다. 현재 "태평양 섬 주민"으로 기록된 학생은 기본값
"히스패닉/라틴계 아님" 및 "기타 태평양 섬 주민"으로 입력되었습니다. 가족이 더 구체적인 민족 및 인종 범주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학구가 선택한 기본 사항이 9 월부터 주에 보고됩니다.
주에서는 민족 및 인종 보고서를 사용하여 등록 인구 통계의 변화와 다양한 결과(예: 졸업률)를 추적하여 모든 학생이 자신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는 개별 학생 차원의 인구 통계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민족 및 인종 보고 범주 또는 주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OSPI
웹사이트(http://www.k12.wa.us/CEDARS/CEDARSDataFormQA.aspx)를 참고하거나 Andrea Meld((360) 725-6438)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이사콰학구에서 학생의 민족 및 인종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학교의 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모든 학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중요한 노력에서 연방 및 주 정부를 지원하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Ron Thiele
이사콰학구

Board of Directors
Harlan Gallinger • Marnie Maraldo • Anne Moore • Sydne Mullings • Suzanne We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