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가족 및 직원 여러분, 

  

정규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지난 3주간의 대면 수업을 기념하기 위해, 잠시나마 우리 교육 

여정의 작은 승리를 위한 기념을 축배합시다. 부모님, 교직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티븐 

코비(Stephen Covey)의 말을 인용하자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ASD에서 의미하는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각 학생의 소질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수준 

높은 대면 수업을 우리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1-2022 학교 등교 운영 지침 , 에  의하면 교육구 전체에 걸쳐 현재까지 오직 4 

개의 교실 만이 재택 학습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교육구가 그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델타 변종이 가져오는 불확실한 새 엄습을 우리는 맞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학생의 학업 환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할 경우 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안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CDC에서 추천하는 것과 같이 근접 거리 접촉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적절한 마스크 

착용 및 예방접종을 받은 교직원들과의 대면 교육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학생 

가족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ASD에서는 비록 자가 격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만약 학생이 근접 거리 

접촉으로 확정되는 경우 부모님/보호자께 항시 통지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공동체는 만약 

학교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직접 관련되어 교실 폐쇄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바로 통보됩니다. 

  

더불어, 우리의 코비드-19 상황 알림판 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교육구 전체를 

통하여 현재 전염 상태의 코로나 환자 수 확인, 격리로 인한 학교 활동의 영향, 코로나 영향을 

받은 각 학교 목록, 온 라인 학습으로 전환되었을 수 있는 교실들을 통지하기. 9 월 3 일부터는 

상황 알림판에 각 학교의 실사례 수를 포함할 것이며, 가족이 그들의 학교 내에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주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귀하의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항시 일상생활의 일부로 삼아주시고, 귀하의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아주 미미한 감기 증세라도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십시오. 

증세가 있을 때 집에 머물고 코로나 테스트를 받는다면 귀하의 자녀는 교실 학생들이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으며 선생님들의 안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ASD 의 안전 

건강 유지를 위하여 우리의 역할을 계속합시다. 

  

ASD는 COVID-19 예방 접종을 해당 직원 및 학생(부모의 동의 따름)들에게 교육구 전 지역의 

임시 예방 접종 클리닉을 통해 끊임없이 예방 접종 투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https://nam1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sdk12.org%2Fschoolstart&data=04%7C01%7Csheltra_elena%40asdk12.org%7C2a0d346602f14266f98b08d96db35941%7C036ce601e95a4e46a3bd6b742ed4bb35%7C0%7C0%7C63766143961065928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C9pP6C1bZzQiMyh%2FJqcI1XiSSTEpJvQ9EDZ9FPqPoKU%3D&reserved=0
https://nam1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apps.asdk12.org%2FPTAC%2FReport%2FExternalDashboard&data=04%7C01%7Csheltra_elena%40asdk12.org%7C2a0d346602f14266f98b08d96db35941%7C036ce601e95a4e46a3bd6b742ed4bb35%7C0%7C0%7C63766143961066928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kaSO5XVcVJMxyZEPqAfcmZlFZojR1U1ALhkALkG%2Bvr8%3D&reserved=0


계획하고 주최하는 10 월에 시작할 독감 예방 주사 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코비드가 학교 운영에 가져오는 또 다른 불확실성은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육구는 지난주 버스 운전자 부족으로 인해  일부 학교 버스 노선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첫 번째 그룹 노선 중단이 시작된다고 

금요일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예상치 못한 통상적인 일과의 변화가 좌절감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교육구는 버스 운전자 부족으로 이번 학년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여러 학교에서 일부 버스는 한 학교에서 두 노선을 주행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저녁 코비드 양성 반응을 보인 여러 명의 운전자 발생으로 인하여 버스 노선을 채우는 

어려움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ASD는 알래스카 주에서 가장 큰 운송 서비스로 매일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하루에 두 번씩 

운송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가족에게 재빨리 전달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해결 방안을 

도달시키려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는 꽤 많은 학교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인력 배치가 지속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상황의 변함에 따라, 급변하는 

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가능한 한 빨리 지역사회에 끊임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학교 

웹사이트나 학교 가정 통신문을 항시 살펴보시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질문 사항이나, 

우려하시는 점들, 및 이번 학년에 부모님께서 직면할 수 있는 독특한 상황들이 있을 경우 

자녀의 선생님, 교장, 또는 학교 간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노동절 주말이 코앞에 다가옴을 느끼면서, 늦 여름 날씨를 즐김과 함께 이번 학년도에 지금껏 

가족이 성취한 승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우리 학교 직원들이 훌륭한 출발을 

위해 거대한 승리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축하합시다, 

  

닥터. 디나 비숍, 

교육구 총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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