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8 월 13 일 

친애하는 가족 및 직원 여러분께, 

  

앵커리지 교육구의 새 학년도가 시작됐으며 대면 학습을 위한 준비를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8 월 17 

일에서 24 일 사이에, 저희는 48,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등교와 출근을 하면서 유아원부터 12

학년까지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항상 경험하던 규칙적인 일상 생활들을 – 친구들과 

만나기, 직접 대면하면서 대화 나누기, 함께 음악 연주하기, 개인 사물함 여는 기쁨 갖기, 운동과 학교 

클럽 활동 참가하기, 그 외에도 많은것을 다시 제공할 수 있게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ASD 는 모든 가족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전염병과 그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할 것입니다. 

코비드-19 의 과제에는 여전히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델타 변형이 우리 지역사회의 빠른 전염성에 

부응하여, 2021-2022 새 학년 운영 지침이 새 학년을 안전하게 시작하게 할 수 있고, 교실/학교 폐쇄를 

최소화하며 직원과 학생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대대적인 경험을 

치렀습니다. 모든 학교들이 봄 전까지 폐쇄하고 근접 접촉으로 인한 교실 학업 중단은 제 직업상 최하의 

임무였고, 또한 공공연하게 여러분과 공유한 바와 같이, 그것은 진심으로 극복하기 힘든 나의 

임무였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올해의 가을 학기 합의안은 

모든 학교의 문을 열고, 교사들은 교실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은 수업에 열중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접촉 노출로 인해 교실을 폐쇄하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경제와 건강의 성공에 해를 

끼쳤습니다. 가족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순간의 폐쇄를 예방하는 데 우리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주제는 ASD의 가을 코비드-19 대응 계획의 가장 양극화되는 측면이며 정치적 표적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지역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 사회에 있다면, 우리 

학교에도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 착용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교육구 내부에서는 가을 마스크 착용 계획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견해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등교하고 

배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상 새로운 바이러스 코비드-19 

시기에 과학적 증거의 우세를 뒷받침하는 ASD에 대한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교육감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학생, 가족,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로서 이번 학년의 훌륭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공립학교가 우리 어른들이 참여하는 

정치극장에서 진정으로 관련이 되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교육 성장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번 가을 완화 계획은 우리 지역 

사회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줄어들면 적절한 마스크 사용 휴식 뿐만 아니라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21-2022 새 학년도의 힘찬 출발은 전적으로 ASD의 직원들과 학생들 덕분입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iOJLY5sznQeIAWc9pNZS9t0JfrfzELEg/view?usp=sharing


약속한 대로, 제가 매월 두 번씩 내보내는 완화 지침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게시됩니다. 우리는 함께 

병원의 의사들을 돕고,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가능한 한 젊은이들을 보호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직접 대면 수업할 수 있도록 학교에 등교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공동체에 대응하여, ASD는 월요일 저녁 7시에 페이스 북 생중계 이벤트에서 Anne Zink 

의학박사와 공중 보건부 팀에 합류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완화 계획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으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현재의 코비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asdk12.org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날을 즐기십시오. 교육위원회의 사명 인생의 성공을 위한 모든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직원 및 이 커다란 지역 사회 없이는 

학교에서 멋진 성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힘차게 나갑시다, 

  

디나 비숍 박사 

교육감 

https://nam1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fb.me%2Fe%2F13KcL2hqb&data=04%7C01%7Csheltra_elena%40asdk12.org%7Cdf68ff554c404cd5a7f608d960d328b3%7C036ce601e95a4e46a3bd6b742ed4bb35%7C0%7C0%7C637647282308925276%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g%2BPIl4q%2Fq1ZdfV8f%2Fa8tzwHads1Ox5tYGZAT4H7S8Aw%3D&reserved=0
https://nam1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asdk12.org%2F001u000000ddgxeia3&data=04%7C01%7Csheltra_elena%40asdk12.org%7Cdf68ff554c404cd5a7f608d960d328b3%7C036ce601e95a4e46a3bd6b742ed4bb35%7C0%7C0%7C6376472823089352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Ut7CkIJbnRPuZi87TSeqnxgCKmbKt0K0ljbPDCeOz6s%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