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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교 연장 

 

애너하임 초등교육구 가족 여러분께, 

 

뉴섬 주지사에게 오늘 받은 지침 사항, 캘리포니아 공교육 토니 써몬드 주 교육감에게 

받은 통지, 오렌지카운티 교육부 알 미자레스 교육감의 지지,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 관한 보건 당국의 예측을 기반으로, 애너하임 초등교육구는 휴교 기간을 

2020년 6월 4일에 끝나는 이번 학년도 말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결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학년은 끝나지 않았고 

수업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원격 학습을 통해 

학생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며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원들께서 보여주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간 15,000대의 크롬북, 

1,000개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가정에 보내드리고, 아동을 위해 54,096개의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900개가 넘는 교실과 사무실을 소독하고, 818번의 전화에 응답하여 AESD 

가족분들을 지원하고, 교사들이 원격 학습을 시행하도록 준비하며 30시간이 넘는 교사 

연수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상황에서는 유연성과 융통성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것들은 지난 100년간 세계가 보아온 가장 큰 유행병과 사회 위기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우리의 전념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휴교 기간에 AESD 교직원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학생 포털(링크)을 통해 원격 학습과 추가 교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파트너의 도움으로 모든 23개 AESD학교에서 18세 이하 아동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링크) 

 전화번호 (714) 517-7500이나 이메일 support@aesd.org를 통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를 관리하고 소독하여 새 학년도 시작에 학생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키스트와 루스벨트 재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수상에 빛나는 학교에서 귀 자녀에게 제공하는 모든 놀라운 학습과 

심화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계획과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https://dwportal1.acsd.k12.ca.us/jstudents/?server=1
https://anaheimelementary.org/freemeals/
mailto:support@ae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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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캘리포니아 교육부, 오렌지카운티 교육부와 계속 공조하여 이 휴교 기간 중 학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침과 지도를 받으며 내년 학년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와 자료를 받으면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3주 전 아무도 우리가 지금 세계에 벌어지는 변화를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시기는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품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시간은 또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명확히 볼 기회도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더 꼭 안아주시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분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학교 문을 열고 하나 되어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공하도록 힘을 

실어줄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크리스토퍼 다우닝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