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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가족 여러분께, 

 

올해는 우리 학교들에게 있어, 의심의 여지 없이, 그 어느 해와도 다른 해였습니다. 엄청난 난관들에 

직면했으며, 학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찾았고, 수 백개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헌신적인 우리 선생님들과 여러분 - 지난 16 개월간 우리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데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해주신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께 영원히 감사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하게도,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될 다음 학년을 내다볼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 다정스러운 선생님들에게 둘러싸여 학교에 있을 때 가장 잘 할 수 있으며, Bowser 시장은 

전 학교가 완전히 개방하여 모든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살필 것이란 확고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의 교직원들과 DC 기관들은 안전한 시설 조성과 다이나믹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8,000명이 넘는 공립학교 학생들을 이번 학년 대면 

수업으로 복귀시킬 수 있게 해준, 저희가 이미 실행한 투자와 계획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는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의 헌신에 경탄해왔으며, 아이들이 학교 교정으로 돌아올 때 느낀 기쁨에 

함께 환호했습니다. 
 

저는 많은 가족분들이 학교 복귀와 온라인 수업 옵션 제공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대면 학습이 주는 매우 중요한 혜택과, 학생, 직원, 가족들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이 있기에, 2021-22학년도 원격 학습은 COVID-19/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원격 학습이 요구되는 의료 질환을 가진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제공될 것입니다. 가족분들은 

아이의 주치의 또는 전문 간호사와 함께 협력하셔서 이러한 필요를 문서화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자녀의 학교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각자만의 상황이 있고, 완전히 대면 학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관련한 가족들의 안심 

수준은 물론 우려 사항도 다양함을 알고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주신 다양한 견해를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여러분 자녀의 안전이 저희에게 최우선임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청하고 있음을, 안전하고 반가운 학교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일을 겪었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계속해서 함께 애써야 할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올 가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시 

맞을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존경을 담아, 



 

 

 

 

Paul Kihn 드림 

교육 담당 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