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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께,  

우리는 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지난 5 일간 100,000 당  25 건으로 COVID-19 사례 비율이 

조정된 후 학교를 재개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는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글렌데일 통합교육구는 필요한 모든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며 TK-2 학년인 가장 어린 

학생들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상급 학년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빠르게 하이브리드(혼합) 

스케줄로 대면 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내 하이브리드 교육 일정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을 아래에 포함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초등학교 가정은 2 월 21 일, 일요일까지 학교 복귀 확인서- Return to School 

Commitment Form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교내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가족을 위한 정보 

적절한 신체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초등학교들은 하이브리드 수업 

일정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월/화요일 또는 목/금요일 중 하나의 스케줄에 등교하며 

주간의 나머지 시간은 원격학습을 계속할 것입니다. 월/화요일 코호트(집단)와 목/금요일 코호트 

사이에 적절한 청소 시간을 위해 모든 학생들은 수요일에는 원격학습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가족의 학생들이 동일한 스케줄을 갖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요 사항: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니기로 선택한 학생들은 항상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을 포함하여 모든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원격 학습을 계속하길 희망하는 가족을 위한 정보 

원격 학습 옵션은 2020-21 학사년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에게 계속 가용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가을 학기에 했던 것과 같은 일정으로 그들의 교사로부터 계속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원격 학습을 받는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교사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코호트를 유지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 봄에 원격 학습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학생들은 2020-21 학사년도가 끝나기 전에 캠퍼스 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를 안전하게 캠퍼스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준비를 

포함한 학교 복귀 계획에 대해 계속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2 월 21 일 일요일까지 복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질문이 있으신 경우, 귀 학교 사무실로 연락하십시오.  

감사합니다, 

 

Vivian Ekchian, Ed.D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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