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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하 HIDOE 학부모 및 보호자 님께,

2020-21 학년도가 다가옴에 따라, 매우 힘든 이 교육시기에 자녀 교육의 동반자 로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학년도에 대한 최신 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과학을 기반한 연구 및 업데이트 된 건강 지침서와 함께 지역 사회 환경이 향상 됨으로써, 지난 2 개
월 동안 우리 초등학교의 대면 학습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 전역 지역 학교를 방
문해 왔으며, 학생들의 배우는 목소리와 교우 및 선생님 들 과의 어울리는 모습은 저희들에게 큰 기
쁨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한 공간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20 년 6 월 이후 학교 및 사무
실에보고 된 800 건 이상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 함으로써 — 
현재까지 — 하와이 주 교육부 시설에서는 바이러스 전파가 없었습니다. 

하와이 주 보건부 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필수 안전 수칙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도
록 학교에 권고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이 아플 시에는 집에서 머물도록 지시하며,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그리고 올바른 손 위생관리.

또한 저희는 현재 차원 높은 예방을 위해 COVID 백신 접종의 폭을 넓게 했으며, 12세 및 그 이상 청
소년에게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근에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관심있는 학생
과 가족에게 예방 접종을 제공하기 의해 의료 기관과 협력 하였으며, 현재 중학교 캠퍼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에서는 학교 사회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조종사 학교에서 
매주 COVID 검사를 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저희는 긍정적인 변화와 가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재개될 것으로 
낙관합니다. 2021-22 학년도는 8 월 3 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모든 HIDOE 학교에서는 대면 학습이 
매일, 완전히 개방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클럽, 밴드 및 운동 경기와 같은 과외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 힘든 시기에 본인의 자녀 교육을 우선 순위로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을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incerely, 

Dr. Christina M. Kishimoto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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