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형님과 보호자분들께,
이번에 열리는 ACS family stories initiative 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학교는 활기차고
다양성있는 커뮤니티로, 학생들의 가족들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을
인정하고 기리기 위해 저희는 literacy program 과 함께 구전동화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입으로 전해오는
전래동화들은 때로 수많은 세대에 걸쳐 내려오며, 언어 발달, 사회적 상호작용, 음소 인식능력, 삶에 대한
교훈의 해석, 그리고 이야기 요소의 분석과 같은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문화에 걸친 예로는 “빨간
모자”, Anansi the Spider, “La Cucarachita Martina”, 그리고 “The Giant Pot”과 같은 동화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가족들과 교사진으로부터 이야기들을 모아, 다가오는 봄에 ACS Library 에서 열릴 ACS video stories
gallery walk 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학부형님들과 보호자분들께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겨울방학 동안에 이러한 전래동화들을 저희에게 나누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여하시기로 하신다면, 학부모님 자신께서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혹은 책을 읽어주는 비디오 (한국어로 하셔도 괜찮습니다)를 찍은 후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2,3,4,5 학년 학생들의 가족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비디오를 올려주시는데, 비디오를 업로드하시기
위해 로그인하시려면 본인소유의 Gmail 계정이나 혹은 아동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아이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셔서
물어보십시오.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서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은 저희가 수집하는 동화의
개수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링크에 비디오를 업로드하시는 방법 대신에 1 월에 직접 학교에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녹화하시기로 하셔도 됩니다. 녹화날짜가 언제일지는 추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Pre-K, K, 그리고 1 학년 학생들의 가족분들께서는 역시 이 링크를 통해 비디오를 업로드해주셔도 되는데,
본인의 Gmail account 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손윗 형제가 있는 경우 그 아동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메일 계정이 없으시다면, 정해진 날짜에 학교를 방문하시면 비디오를 찍고
업로드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 월 중에 녹화가 있을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추후 결정될 것입니다.
봄에 있을 ASC library 의 gallery exhibit 동안 비디오를 상영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초대될 것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허가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재미있고 신나는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저희와 함께해주시는 것을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봄에 열릴 gallery
exhibit 때에 모시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Maria Barceló Martinez 드림

Sample Video and password: acs123. www.vimeo.com/248008578
Submit Video: https://goo.gl/mWzebe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는 ACS Family Stories collection 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름)
나는 나의 비디오가 봄에 열릴 ACS family story gallery exhibit 에서 상영될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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