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3 월 19 일

NLMUSD 가족 여러분,

COVID-19가 제시 한 도전에 적응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협조와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LMUSD는 모든 학생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사명을 계속 유지한다는 점에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교사와 교직원은 원격 학습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훌륭한 일을 해왔습니다. 교장은 또한
학교 시간 동안 학교 및 교직원과 연락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학부모와 대화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업데이트입니다.

•

교육위원회는 2020 년 4 월 17 일 봄 방학이 끝날 때까지 학교 휴업 연장 . 이 폐쇄는 향후
개발에 따라 확장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COVID-19 감염에 대한 곡선을 평평하게하기 위해 공중 보건국 (Department of Public
Health) 평가에 근거한 학교 폐쇄 기간에 대한 주 또는 카운티 수준의 권고 / 시행을 따를
것입니다.

•

학교 부지와 학군 사무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운영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호 작용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학교 사무실 직원과
교사에게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십시오.

•

3 월 23 일 월요일부터 rd , 다음 학교 사이트는 학생들에게 그래 브 앤 고 식사를 계속
제공합니다. 차베스, 돌 란드, 포스터로드, 가든 힐, 글레이저, 모핏, 모리슨, 뉴 리버,
산체스, 로스 알리 소스 중학교.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는이 사이트 중 하나에서 음식을 집을 수 있습니다.

•

주 교육부에서 제출 한 권리 포기의 승인이 보류 중이며,이 학년도에 주 시험이
중단되었습니다.

•

대학위원회는 2020 년 5 월 2 일에 SAT 시험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 배우는 것은 매일 진화하고 있으며, 연방, 주 및 지방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보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웹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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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십시오 www.nlmusd.org 빈번한 업데이트. 또한이 폐쇄 과정에서 이메일, Facebook 및
Twitter를 통해 통신합니다.

이 어려운시기에 지원과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이 일에 함께 있으며, 희망적으로
COVID-19 전염병을 안전하게 극복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Hasmik Danielian, Ed.D.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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