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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31일 

 

제목: 학생을 위한 원격 학습 시작 

 

애너하임 초등교육구 가족 여러분께, 

 

학생을 위한 교육구 원격 학습이 내일 2020년 4월 1일 시작됩니다. 지난 2주간 학생은 

가정으로 보내드린 크롬북을 사용해서 자발적 교육 심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귀 자녀의 교사가 준비한 정식 수업이 원격 학습으로 알려진 가상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원격 학습의 목표: 

 목표는 귀 자녀에게 이번 학년도에 배우고 있던 것을 토대로 휴교 기간 중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가상 교실은 전통적 교실과 다른 모습이겠지만, 일과를 만들어 

귀 자녀가 집중하고 가능한 한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을 위한 교직원과의 연락 방법: 

 귀 자녀의 교사와 연락하시려면 교육구 이메일, 자녀의 AESD 학생 이메일을 통해, 

혹은 학교 전화나 구글 클래스룸과 시소 앱에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귀 자녀의 교사가 

원격 학습 교안에 접근할 때 가장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과 같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면 교육구 이메일을 통해 학교장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원격 학습 시작을 위한 로그인 방법: 

 학생 포털(www.myacsd.us)에서 자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십시오. 

 자녀의 교사가 알려드린 대로, 시소나 구글 클래스룸을 클릭하십시오. (주의: 처음으로 

로그인하실 때는 반드시 교사가 제공한 ‘가입 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교사 교실을 클릭해서 접근하십시오. 

 

다음 주는 교육구의 예정된 봄방학이며 이 기간 중에는 원격 학습이 없지만, 4월 14일 

화요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요즘 예상치 못한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이 우리 일상에 생겼습니다. 자녀와 함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과 왜 집에 머물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에 관해 연령에 적절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어려운 시기가 때로는 우리가 더 친절하고, 

온정을 베풀고,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도 나눠주십시오. 자녀에게 

자녀의 교사, 학교장, 그리고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고, 우리 모두 

돌아가도 안전한 때가 오면 아이들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감 크리스토퍼 다우닝 박사 

 

http://www.myacsd.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