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용 버전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친애하는 IUSD 커뮤니티 여러분,
얼바인교육구 (IUSD)는 개빈 뉴섬 주지사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 (CDPH)이 새로 발표한 지침을
따르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 (OCHCA), 오렌지
카운티 교육청 (OCDE) 및 다른 오렌지 카운티 K-12 교육구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얼바인교육구는 COVID-19 웹페이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계속 업데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오렌지카운티 K-12 교육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학교 휴교에 대한 권장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IUSD 학교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 (CDPH)의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모든 현장 학습이 취소 및/또는 연기됩니다. (교육구는 지불된 비용의 환불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능한 경우 학부모에게 환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비필수적인 소규모 및 대규모 모임, 회의, 행사, 집회, 학교 오픈 하우스, 공연, 축제 및 기타
활동은 취소되거나 연기됩니다.



일상적인 운동 경기는 무관중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토너먼트 또는 초대 게임 (250 명 이상)과
같은 더 큰 이벤트는 취소되거나 연기됩니다.



의무 격리 및 자가격리 지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 및 여행 제한에 대한
정보는 CDC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시고 IUSD 관련 정보는 iusd.org/COVID19 를 방문하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지역 및 주 보건 당국에서 IUSD 와 다른 모든 오렌지카운티 K-12 교육구에 학교를 닫지
않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회적 거리를 두는 중요한 조치를 지금 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공공 보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장은 연기되거나 취소된 이벤트 및 활동에 대해 학교 커뮤니티에 알릴 것입니다. IUSD 는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동안 업데이트 및 정보를 원하시면
iusd.org/COVID19 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서포트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테리 워커 Terry Walker
교육감 Superintendent of Schools
얼바인 교육구 Irvine Unified Schoo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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