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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1일 

 

애너하임 초등교육구 가족 여러분께,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교육구에서는 이해당사자 위원회를 꾸려서 현존하는 코로나 19 

안전 지침 사항을 검토하고 2020-21학년도 학교 재개를 위한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우리의 노력은 캘리포니아 공공 보건부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받은 

지침 사항에서 받은 도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더 작아진 교실 크기, 그리고 전 교육구 

차원의 안전 수칙을 시행할 우리 계획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계별 접근법으로 2020년 8월 13일에 개학하고, 전통적인 전면적 일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한 지침 사항을 따르려 합니다.  

 

6월 10일 회의에서 AESD 교육위원회는 모든 가정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선택사항을 

승인했습니다. 새 학년도가 시작하기 전 앞으로 두 달 동안 주정부와 지역 당국에서 오는 

지침 사항에 의한 변경사항 모두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사항은 귀 자녀가 실제 등교와 온라인 학습을 결합한 ‘혼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혹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새로운 원격 학습 

학교에 등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 선택사항에 관한 다음의 추가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선택 1- 혼합 교육:  

o 모든 23개 AESD 학교에서 가능하며 교내에 한 번에 학생수의 반만 있게 됩니다.  

o 학생은 학교에서 주 2회 직접 대면 수업을 받고 나머지 3일은 집에서 원격 학습에 

참여합니다.  

o 학생의 온라인 참여는 실시간 소통과 녹화된 수업 모두를 포함한 학습 플랫폼으로 

이루어집니다. 

o 등교하면 학생은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소그룹으로 시차를 둔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o 교실, 화장실, 그리고 기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매일 저녁 청소와 소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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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학교에서 

(실제 등교) 

학급 모둠 A 학급 모둠 B 학급 모둠 A 학급 모둠 B 모든 학생이 

집에서 원격 

학습에 참여 
집에서 

(원격 학습) 

학급 모둠 B 학급 모둠 A 학급 모둠 B 학급 모둠 A 

 

킨더가든 학생 등록이 필요하시면 (714) 517-7500으로 전화해주십시오. 만일 귀 자녀가 거주지 학교에서 

1학년에서 6학년을 계속한다면, 현재 더 하실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이 선택사항이 힘드신 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애너하임 

YMCA와 공조하여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신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YMCA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 2- 애너하임 초등 온라인 아카데미:  

o 계속해서 원격 학습을 선호하시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o 애너하임 초등 온라인 아카데미는 자녀를 위해 소통 가능한 100% 자택 원격 학습을 제공합니다.  

o 이 선택사항을 통해 학생은 온라인 지도를 받으며 매일 실시간 화상 교실 환경을 통해 교사와 다른 

학생과 교류합니다.  

o 이중언어 교실도 가능합니다. 

o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수업이 가능하며 모든 다른 AESD에서 제공하는 음악, 미술, 코딩과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 링크된 동영상과 전단을 참고하십시오. 귀 자녀를 위한 이 100% 원격 학습 

선택사항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링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이 연락을 

드리고 등록 절차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Video link.) 

 

우리는 계속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모든 결정의 중심에 놓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주정부의 안전 지침 사항을 따르고, 학생, 교직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안전한 

개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수많은 학부모님, 교사, 교직원, 행정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년도 시작이 가까워지면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전통적인 교육으로의 환원이 

임박했으며 우리 교육구는 필요에 따라 조정하며 가능한 한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크리스토퍼 다우닝 박사 

 

https://aesd-748e.kxcdn.com/wp-content/uploads/2020/06/AE_OnlineAcademy_EN-SP.pdf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ZczMMDaHa9iKRlqamCGhXEpgkx8ZDDiVKE3B112zfkFOY4g/viewform?usp=sf_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o9tKLCVQA4&feature=youtu.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