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앵커리지 교육 구 가족여러분들께, 

지역사회에 걸친 새로운 일상에 우리 모두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이 휴교 

기간, 자가 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시간 동안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 모든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대해 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습 부서들은 나라 전체의 이 낯설고 전례 없는 시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들을 구축하고 출시하기에 이제 거의 다다랐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우리 학부모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주는 

도전과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 자녀들의 행복과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자녀들의 학습 도움, 저녁 식사 준비, 설거지 및, 집안 일을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족 부양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엄청난 부담일 것입니다.  

이는 다행히도 당장  마땅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업과 

일감 부족으로 인해 당장 먹을 것과 거주할 곳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저희는 의료 지도부의 지침과 허가에 따른 안전한 관리와 배급을 

실행하는 가운데, 지역 사회에 걸친 무료 식사 제공 서비스를 학교들과 버스 노선 장소 

들에서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부모로서 각자의 자녀들의 안전, 활동, 그리고 행복을 위해 

수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한 훈련들, 새 학습 계획서들 작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느라 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육 종사자들--우리 선생님들과 지원 

스태프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들, 지원 스태프들, 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 여러분 

모두에게 -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긴장을 풀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안전과 안녕 임을 기억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돌볼 것을 잊지 마세요. 집 밖으로 산책을 하거나, 쿠키를 굽거나, 자녀들과 게임을 

해 보세요.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다시 쌓아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일 년 후 여러 분은 

온라인 과정들이나 교습을 통해 습득한 한 학습 단원 혹은 과제, 또는 자녀들 개별 교육을 

통해 가르친 학습 단원을 기억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동안 자녀들과 마당에서 눈 사람을 만들거나 베개 싸움을 

했던 것은 기억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자녀들과 가족을 서로 다시 알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도전과제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어느 정도의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선생님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아량을 베푸십시오. 교육 종사자들은 학부모님들께 아량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은, 새로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건강상의 문제들을 돕기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 앵커리지 교육 구에서는, 우리 시니어 학생들의 졸업과 고등학생들의 학점 

취득을 위한 궤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일상적인 학교로 돌아갈 때가지 지탱할 수 있는  보충 학습 활동 및 자료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완벽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시작 될 것이지만, 우리 학습 

팀들과 운영 팀들은 새로운 방식의 “학교” 실행 준비를 위하여 일주일에 7 일을  연장 

근무하며 일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과 화상 미팅 중 친구들에게 미소 짓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격리상황에서 벗어 날 때,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가 서로를 위해 제공한 모든 서비스들에 

새롭고 깊은 감사를 느낄 것입니다.  

다양한 새 방법들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앵커리지 교육 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닥터 디나 비숍 

앵커리지 교육 구 총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