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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alk-La Mirada님께 가족들 ,  

  

나는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귀하의 새 

교육감으로서 저는 2020-21 학년도의 학교 복귀 계획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사 소통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다시피, 로스 앤젤레스 지역의 COVID-19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주지사가 

두 번째로 사회의 특정 부문을 폐쇄함에 따라 우리가 직면 한 상황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학교 재개를위한 로스 카운티 공공 보건부지도 /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데 방해가되지는 않지만 제공된 

지침을 준수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학부모, 교사, 지원 직원 및 관리자를 포함하여 50 명 이상의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학교 복귀 작전 반을 구성했습니다. 태스크 포스는 2020-21 학년도의 실행 가능한 

학습 모델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2020 년 6 월 

29 일 월요일에 우리 교육위원회는 교육구가 두 가지 가능한 학습 모델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1. 하이브리드 모델 : 학생들은 주당 2 일씩 소규모 수업 (증상 점검, 신체 / 사회적 여유, 

얼굴 마스크와 같은 적절한 안전 조치 포함)에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수정하여 직접 

학교에 다니게됩니다. 학생들은 주당 3 일 아래에 설명 된 원격 학습 모델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합니다.  

2. 원격 교육: 건강 관련 문제 및 / 또는 직접 귀국과 관련된 다른 문제가있는 학생은 주 

5 일 가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과 독립적 인 업무를 병행합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모델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필수 학습 표준과 일치하는 커리큘럼을 

포함하도록이 모델을 개선 할 준비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2020 년 8 월 13 일에 학교를 시작할 예정이지만, 원격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과 필요한 직원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BOARD OF EDUCATION 
 JUDE CAZARES JESSE URQUIDI DARRYL R. ADAMS  NORMA AMEZCUA 
 President Vice President Member Member 
 

 KAREN L. MORRISON CHRIS PFLANZER JORGE A. TIRADO JOHN M. LOPEZ 
 Member Member Member  Superintendent  
 

12820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2894           Phone (562) 210-2000        Fax (562) 868-7077 
 
 

우리는 대유행의 불확실성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질문을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Norwalk-La Mirada 통합 교육 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의 웹 사이트를 계속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www.nlmusd.org 정기적 인 

업데이트. 이 전례없는 상황을 탐색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을 4 일 7 월 주말!  

  

친절하다,  

  

  

존 엠 로페즈  

감독  

 

http://www.nlmus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