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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alk-La Mirada 가족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을 잘 찾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의 

모든 학교에 원격 학습 만 사용하여 2020-21 학년도를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지사는 대면 교육을 위해 학교를 재 

개설하려면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의 COVID-19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니터링 목록 14 일 

연속.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는 대면 형식으로 학교를 재 개설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카운티 중 하나입니다. 또한, 로스 

앤젤레스 공중 보건부는 현재 교육구가 직접 학습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교직원들은 학교 재 개설 계획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 업데이트에서 공유하면서 하이브리드 및 원격 

학습이라는 두 가지 학습 모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 보건 지침으로 인해 교육위원회는 2020-2021 학년도를 

시작하기 위해 원격 교육 모델을 승인했습니다. 추후 공지가있을 때까지 원격 학습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결정됩니다. 나는 이것을 클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최근 교육위원회에 제출 된 학교로 돌아 가기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우리 학군은 원격 학습을 통해 최고 수준의 학습을 제공하고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곧 우리 

가족은이 새로운 학습 환경에 적응하기위한 워크샵 및 교육용 비디오를 포함하여 원격 학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게됩니다.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 재개를 위해 자원과 정보의 웹 페이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웹 페이지에는 학생 등록 정보, 

기술 및 원격 학습 리소스, 건강 및 안전 정보 등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웹 페이지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www.nlmusd.org/reopening/ . 

우리는 원격 학습 모델이 많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료 YGCA와 함께 유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육 옵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서비스가 2020 년 8 월 13 일에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 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가족에게 추가 업데이트를 보내겠습니다. 이 유행성 독감 동안 인내심과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진정으로, 

 

존 엠 로페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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