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ard Vision: The 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 promotes, expects, and accepts nothing short of excellence. We have a collective commitment to be 

the best school district in California. 
 

Mission:     The mission of the Rowland Unified School District, the progressive international community united in learning, is to empower students 
so that each actualizes his or her unique potential and responsibly contributes to a global society, through a system distinguished by 
rigorous academics, innovative use of technology, creative exploration, and nurturing learning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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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RUSD 가족 여러분께 : 

저희는 2020-2021 학년도 개교를 계획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해가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COVID-19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 교직원 및 가족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새로운 물류 및 건강 고려 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학교의 모습을 다시 상상해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계획팀은 2020 년 8 월 10 일에 학생들에게 학교를 가장 잘 
개방하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0-2021 지구 계획 팀은 현재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 질병 통제 센터의 최신 지침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는 교육구 운영 부서의 대표, 관리자, 분류 및 인증 된 직원이 포함되며 내년에 학생과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 방법에 대한 유연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과정의 일환으로 몇 주 전에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4,000 가지가 넘는 응답을 받은 현재 
교육 환경 설정을 정검하였습니다. 결과는 교실 공부 시스템으로 전면 복귀, 원격 교육과 직접 수업의 혼합, 모든 원격 
교육에 대한 거의 동등한 지원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각 학생들의 학습 및 개인 가족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군으로서 우리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 및 사회적 정서적 요구에 
전념합니다. 

계획팀의 지속적인 작업은 6 월 29 일 월요일 오후 6시에 교육 위원회와 공유됩니다. 정기 회의와 일반 대중은 항상 
가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참석에 대한 정보는 교육구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RUSD 가상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여 학습 옵션에 대해 토론하고 질문문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영어, 오후 5시 스페인어, 오후 7시 중국어 
• 7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영어 

이메일, 교육구 웹 사이트 rowlandschools.org, 문자 메시지 및 전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는 귀하의 의견을 환영하며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626)854-
8543으로 부모 핫라인에 연락하십시오. 

학생, 교직원 및 가족의 건강, 안전 및 건강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ulie Mitchell, Ed.D. 
교육감 

http://www.rowlandschool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