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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0, 2020 년 3 월 20 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생, 교직원, 가족 및 지역사회 구성원 여러분들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학생, 가족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의 지원과 인내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들이 제공받는 정보와 

자원들을 여러분께 계속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감 데브라 

듀알도 박사가 COVID-19 확산 억제를 돕기 위해 모든 공립학교 폐쇄를 2020 년 5 월 5 일, 

화요일까지 연장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데브라 듀알도 교육감의 조치는 3 월 19 일 개빈 

뉴섬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직자들에 의해 내려진 주민들은 집에 머물러야 하고 10 인 

이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 새로운 공공 보건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구 리더들은 우리 교육구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로컬 보건 및 교육 당국자들의 권고안을 매우 신중하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학교 폐쇄와 캠퍼스 입장 금지를 계속하고 5월 5 일, 화요일까지 원격 학습 활동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주간 동안 학생들의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23-27 일 – 학생들의 봄방학을 연장합니다.  

 3 월 30 일-5 월 4 일 – 학생들은 학교 외의 장소에서 원격 학습 활동을 하게 됩니다. 

 5 월 5일 –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을 재개합니다 (공공 보건 및 교육 당국자들의 권고안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  
 

급식 서비스부는 3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학교가 다시 열 때까지 계속하여 학생들에게 월요일-

금요일까지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식사는 여러 학교 부지에 위치한 그랩 앤 고 

(grab-and-go) 센터에서 제공됩니다. 위치 및 추가적인 정보 www.gusd.net/meals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학생 및 가족들을 위한 정보  
 

우리들은 원격 학습 정보 허브를 www.gusd.net/remotelearning 에 개발해 놓았으며 여기에는 

학습 자료와 테크놀러지 접근, 급식 서비스 및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 @GlendaleUSD 

에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따르십시요.  

 

현재 우리들의 최우선 과제는 계속하여 학생들과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건강한 식사와 생필품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어려운 시간 동안 계속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서로 돌봅시다.     

 

감사합니다, 

 

Vivian Ekchian (Ed.D.)  

교육감  

 

http://www.gusd.net/meals
http://www.gusd.net/remotelear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