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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학년 말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들이 그동안 이룬 성과를 축하하고 1 학년, 중학생, 대학생 또는 

취업과 같은 각자의 다음 교육 단계로의 전진을 기념하는 전통 기념 행사의 계절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 대면 행사로 치러진 이러한 기념 행사들은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 의미 있고 소중한 행사들이었습니다. 참여한 학부모님들 및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학생들이 학년말 표창장과 졸업장을 수여 받는 장면을 관람하는 것은 ASD 의 핵심 임무가 

전체 지역사회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 여정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매우 강렬한 

시간이었습니다.  

  

야외 활동 중 COVID 감염률이 현저히 낮다는 CDC 지침을 고려한바, ASD 는 자원봉사자가 

야외 활동 참여를 위해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철회하였습니다. 학부모 자원봉사자는 

결속력 있는 학교 커뮤니티를 위해 매우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자원이기에 이 

조정은 학부모님들이 중요한 학년말 행사에 안전하고 더욱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규 일정으로 돌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보내 주신 대중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SD 는 그동안 우리의 능력에 대해 배운 좋은 점들을 유지하는 동시에 팬데믹 이전과 같은 

모습의 학교 생활을 희망하며 벌써 가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 5 일 완전한 정규 학교 

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과 음악 같은 특별 과목들도 다시 포함할 것이며 점심시간도 

더 큰 공간에서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교육구의 최우선 

순위이기에 몇 가지 감염 완화 조치들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구는 계획대로 CDC 

지침과 앵커리지시의 요구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올해 학교에서 COVID 확산을 

완화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가을에는 더 많은 학교, 프로그램 및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년 계획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오늘 교육구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짧은 설문조사를 보냈습니다. 아직 설문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약 

2 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조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화이자 코로나 19 백신은 최근 12 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응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습니다. ASD 는 여름 내내 ASD 사이트에서 진료소 주최를 계획하도록 제삼자 

https://www.asdk12.org/COVID-19
https://nam1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surveymonkey.com%2Fr%2FPY6MCP7&data=04%7C01%7Csheltra_elena%40asdk12.org%7C8dfb416b76054d3f04f408d916eb95e7%7C036ce601e95a4e46a3bd6b742ed4bb35%7C0%7C0%7C637566023363036325%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1000&sdata=V8V0sbg%2FPiqnF5NdOvXjBrc8aud6aYqE%2FIXTkSmcHig%3D&reserved=0


의료 제공자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백신 접종을 선택한 가족은 알래스카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부서를 통해 백신 접종 스케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ASD 에서 예방 접종은 선택 

사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메일이 올 학년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업데이트 메일이 될 것입니다. 메일을 

마치면서 모두 야외로 나가 우리 아름답고 다양한 알래스카 주가 제공하는 자연의 모든 혜택을 

만끽하시길 당부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올해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알래스카의 멋진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디나 비숍 교육학 박사 

교육구 총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