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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9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생, 교직원, 가족 및 지역사회 여러분들께: 

저는 여러분들이 봄방학 동안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안에 대면 수업을 위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매우 기쁘며 우리는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중하고 계획적인 복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대면 학습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글렌데일 통합교육구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AAPI)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3월 9일 화요일 회의에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섬 
주민 학생, 교직원,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전과 안녕 및 Covid-19 팬더믹 공포 이유로 
외국인 혐오 비난에 대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의 약속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학생, 교직원 및 가족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요구를 지원하려는 우리의 신념을 강화합니다.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세계적인 유행병을 동반한 트라우마와 
고립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원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학교로 복귀하면, 우리 학생, 교사, 교직원 및 
가족들,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행동 증가로 인해 큰 영향을 
느끼는 우리의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주민들에게 공감과 친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아래에서 유용한 정신 건강 및 지역사회 자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AAPI 지역사회에 대한 증오 사건 신고: stopaapihate.org 
•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정신 건강 자원: www.gusd.net/health 
• AAPI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 및 지원: www.aapicovid19.org/resources 
• 교직원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wellbeing4la.org 또는 lacoe.edu/Home/EASE 
• 추가적인 지원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오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환영하는 다양성의 교육구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보호하며 더 강한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Vivian Ekchian, Ed.D.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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