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12 월 18 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가족, 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번 휴가 시즌에 저의 마음이 전달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즌의 정신은 사랑, 관용 그리고 친절입니다. 올해 우리들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기쁨을 나누는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것을 보며 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번 주, 사친회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함께 우리 교육구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400 개 이상의 장난감과 수 천 개의 겨울방학 급식 키트를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물품을 기부하고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를 한 여러분 각자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사년 전반부 마감과 봄학기를 앞두고, 저는 학교 재개방에 관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업데이트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겨울방학  

우리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부서들은 12 월 21 – 1 월 4 일 동안 일반에게 열지 않을 것입니다. 

원격 학습 수업은 1 월 7 일, 목요일 겨울방학에 이어 재개됩니다. 우리들의 급식 서비스부 역시 

1 월 7 일에 집어들고-가기(Grab-and-go) 급식 서비스를 재개할 것입니다. 테크놀러지 학습 

파드 및 학습 촉진 센터 (FLC), 운동 컨디션 조절 및 교내 평가들을 포함하여 겨울방학 이전에 

운영되던 교내 아동 보육 및 서비스는 1 월 11 일, 월요일에 재개될 것입니다.      

학교 재개방 계획 

글렌데일 교육구는 최소 2021 년 3 월 12 일 까지 원격 학습 환경으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학교들은 카운티에 의해 코비드-19 

전파가 2 주 동안 중대 (적색) 단계에 있을 때까지 대면 수업을 완전히 재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만연 (보라색)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에 비추어, 우리는 최소 3 월까지 카운티가 적색 단계로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안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그리고 최근 양성 반응 케이스와 

입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에 의한 수정된 새로운 자택 

체류 명령은 교내 아동 보육, 특수 서비스와 과도기 유치원-2 학년 면제권을 포함해서 이미 

개방했거나 곧 개방할 계획인 교육구의 대면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지사는 학생들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들은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 

실시와 함께 개방되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최소 3 월 12 일까지 원격 학습이 계속 유지될 것이지만, 우리들은 모든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학교들은 준비할 것이므로 우리들은 교내 수업이 안전하게 되면 학생들이 

교내 수업을 하도록 주의깊고 신중하게 복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학생과 교사들의 

복귀에 내리는 모든 결정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모든 관련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 

제공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지역사회에 감사드리며 우리들의 학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을 격려하며, 우리 아동들이 배우고 번창할 수 있도록 

활기차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드는 여러분 각자와 모든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편안히 쉬고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가족, 친구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여러분들을 뵙길 기대합니다.          

즐거운 휴일이 되십시요! 

 

Vivian Ekchian, 교육학 박사.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