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분께: 

LATANYA D. MCDADE, Ed.D. 
Superintendent of Schools 

149개 이상의 언어가 통용되는 다양한 학교 공동체인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PWC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족 및 공동체 참여는 4년간의 전략 계획에서 중요한 다짐이며 우리가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긍정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여 노력하는데 필요합니다. 교육의 동반자로서 우리는 필요한 모든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학교 자료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문서 및 필수 전달 내용은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언어로 번역됩니다. 또한 PWCS는 전문 통역인 및 번역인을 제공하여 다중 언어 가족이 필수 정보와 함께 
문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는 학생 및 부모의 권리, 의무, 기대와 함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학교 관련 사안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통역인은 가족에게 무료로 학생 사안과 관련한 학부모/교사 회의를 위해 번역 서비스와 함께 지원됩니다. 

 
귀하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PWCS.edu로 가서 페이지 상단 왼쪽에 있는 “자동 번역” 또는 “PWCS 번역”을 선택합니다. 자동 
번역은 완벽하지 않지만 학교 정보를 위해 귀중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컴퓨터가 없는 경우 자녀 학교에 
연락하기 바랍니다. 

• 대면 - 자녀 학교 또는 글로벌 환영 센터 한 곳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Manassas 센터, 571-402- 3800 또는 
Woodbridge 센터, 571-374-6813으로 전화하기 바랍니다. 귀하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대면으로 만날 
수 없는 경우 직원은 필요한 언어를 파악하고 통역 서비스를 통해 귀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언어 번역 
포스터를 사용합니다. 

 
학교에 연락한 경우 귀하에게 다음 사항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o 귀하 성명 및 자녀 이름; 
o 자녀 학교, 학년 및 교사 성함; 
o 귀하가 상담을 원하는 사람 (이름 또는 직위) 및 논의 주제; 및 
o 귀하와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 및 시간. 

귀하 자녀가 학교가 요청하는 회의와 관련된 전달 사항을 집으로 가져오거나 귀하가 교사 또는 다른 학교 
관계자와의 논의 일정을 잡기 원하는 경우 통역 서비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위에 언급한 방법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처는 가능한 빨리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저는 귀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LaTanya D. McDade, Ed.D. 
학교기관의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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