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용 버전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얼바인교육구 커뮤니티 여러분께,
오늘, 뉴섬 주지사와 주 교육부 서먼드 교육감은 주 전체에 걸쳐 COVID-19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캘리포니아 학교는 2019-20 학년도 말까지 학생들에게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폐쇄의 연장은 주지사의 이전 발표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stay at
home” 명령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재확인합니다.
이것이 IUSD에 의미하는 것
학교는 학생들에게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학교 상담 서비스, 정신 건강 및 웰니스 지원, 급식
픽업, 크롬북 및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원격 교육과 IUSD 서비스는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iusd.org와 iusd.org/COVID19을 방문하여 학생과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정보 및 리소스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찍 계획함으로써 학습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교육은 필수적인 서비스이며 IUSD 리더쉽과 교직원은 36,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학습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USD는 학교
시설을 폐쇄한 지 며칠 만에 비상 원격 학습을 구현했습니다. 교육구의 교장, 교사 및 지원
담당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다양한 도구와 리소스를 활용하여 가능한 최고의 원격 학습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추후 제공될 정보
앞으로, 성적, 졸업 및 기타 관련 주제에 대한 중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주 및 고등 교육
기관의 업데이트를 공유할 것입니다. 학생 입학이 COVID-19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수준에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자주
묻는 질문과 기타 업데이트된 리소스가 포함된 iusd.org/COVID19을 방문해 주십시오.
자녀와 연장 소식에 대해 대화하기
마지막으로, IUSD와 우리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발표의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매우 실망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녀와 이
소식을 나누고, 아이들이 어떤 기분인지 듣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IUSD 정신 건강과 건강
지원 및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파트너쉽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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