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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7일 

 

FJUHSD 직원들과 지역 사회에게 

 

8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격 수업에 협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은 온라인 수업과 비디오 미팅을 쓰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참여하였습니다. 자꾸 바뀌는 상황에 도와 주셔서 감사 합니다. 

 

학교문 들은 닫았으나 교육은 집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저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 정신          
건강을 위해 최데한 격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4년 동안 노력한 12 학년 학생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부모이고 학생들이 졸업식을 못 한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12학년들이 축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합니다. 

 

4월 28일 기자 회견에서 캘리포니아 지사는 학교들이 2020-21학교 해때 여름 부터           
열수도 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4월 29일에는 Tony Thurmond 교육학과 지사는 학교           
들을 일찍 여는 것을 생각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구는 일찍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구는 2020 8월 11일에 시작합니다. 다른 교육구들보다 이미 빠른           
편입니다. 저희 교육구는 새로운 정보 가 생길때까지 게획대로 할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사로부터 새로운 진침들이 올것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저희 FJUHSD 직원들을 추카 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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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5월 4일 부터 5월 8일까지는 선생님의 주입니다. 선생님들에 노력을 인정해주는           
시간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에 엄청난 양에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닙들에          
노력에 감사함에 표현해주는 것에 같이 동찬해주시면 갑사 하겠습니다. 

 

5월 18일 에서 5월 23일 까지는 직원의 주입니다. 직원들은 학생들을 도와 주는 에이드             
혹은 학생들을 학교로 대려다주는 버스 기사들 또는 학교들을 깨끗히 관리해주는          
관리자들입니다.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기계들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에게 감사함을 같이 표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 부모들, 지역사회 여러부들에게 지금 이시간에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니다. 좋은 두가 되시고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incerely, 

Scott Scambray, Ed.D. 

Superinten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