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Home Learning
The CESD staff knows that the temporarily
closing of our schools has a tremendous impact
on our students and steps will need to be
implemented to support the continuity of
learning for our students. Centralia Elementary
School District is providing at-home learning
opportunities that are completely optional and
just one way that students can spend their time
at home during the 5 days of school closure
from March 16-20. We have posted resources
below. They are all completely optional. Again,
thank you for your understanding and patience
during this time.

Links
• Families can use this OCDE resource to
engage your child/children in learning during
the transition.
• Families can use our regular CESD technology
resources available HERE

Aprendizaje en el Hogar
El personal del Distrito Escolar de Centralia
(CESD) sabe que el cierre temporal de
nuestras escuelas tiene un impacto tremendo
en nuestros estudiantes y se deberán
implementar pasos para apoyar la
continuidad del aprendizaje para nuestros
estudiantes. CESD brindará oportunidades de
aprendizaje en el hogar que son
completamente opcionales y es solo una
forma en que los estudiantes pueden pasar su
tiempo en casa durante los 5 días de cierre de
la escuela, del 16 al 20 de marzo. Hemos
publicado recursos a continuación. Todos son
completamente opcionales. Nuevamente,
gracias por su comprensión y paciencia
durante este tiempo.

Enlaces
• Las familias pueden usar este recurso OCDE para
involucrar a su hijo/a en el aprendizaje durante la
transición.
• Las familias pueden usar nuestros recursos
tecnológicos disponibles AQUÍ

가정에서의 학습지원
센트랄리아 초등 교육구(CESD)의 교직원들은
일시적으로 휴교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센트랄리아 초등 교육구는 3 월
16 일부터 3 월 20 일까지 5 일간의 휴교 기간 동안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전적으로 선택사항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 지내며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학습 자료는
아래에 게시되어 있으며, 학습 여부는 온전히
선택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감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습자료 링크
•

학생(들)은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를 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DE resource

•

학생(들)은 센트랄리아 초등 교육구의
정규 온라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