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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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JGIpqEZxB6MJUXb6Pi8rHg~~/AAAAAQA~/RgRgS7RjP0Q3aHR0cHM6Ly9pdXNkLm9yZy9hcnRpY2xlL2Nvcm9uYXZpcnVzLXVwZGF0ZS1zdXB0LXdhbGtlclcHc2Nob29sbUIKAADjgGpeBlmt0FIRSW5zdW5LaW1AaXVzZC5vcmdYBAAAAAE~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YgbRB2QddL5U7du9jqedqQ~~/AAAAAQA~/RgRgS7RjP0RjaHR0cHM6Ly93d3cuY2RwaC5jYS5nb3YvUHJvZ3JhbXMvQ0lEL0RDREMvQ0RQSCUyMERvY3VtZW50JTIwTGlicmFyeS9HYXRoZXJpbmdfR3VpZGFuY2VfMDMuMTEuMjAucGRmVwdzY2hvb2xtQgoAAOOAal4GWa3QUhFJbnN1bktpbUBpdXNkLm9yZ1gEAAAAAQ~~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nAPuQxixETcobLhFtV9yXw~~/AAAAAQA~/RgRgS7RjP0Q0aHR0cHM6Ly93d3cuY2RjLmdvdi9jb3JvbmF2aXJ1cy8yMDE5LW5jb3YvaW5kZXguaHRtbFcHc2Nob29sbUIKAADjgGpeBlmt0FIRSW5zdW5LaW1AaXVzZC5vcmdYBAAAAAE~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r6jkegZT1XFCMB3PVwoCYQ~~/AAAAAQA~/RgRgS7RjP0RTaHR0cDovL3d3dy5vY2hlYWx0aGluZm8uY29tL3Bocy9hYm91dC9lcGlkYXNtdC9lcGkvZGlwL3ByZXZlbnRpb24vbm92ZWxfY29yb25hdmlydXNXB3NjaG9vbG1CCgAA44BqXgZZrdBSEUluc3VuS2ltQGl1c2Qub3JnWAQAAAAB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AqwfcooEVjBRLwaMWCUYCg~~/AAAAAQA~/RgRgS7RjP0QbaHR0cDovL3d3dy5pdXNkLm9yZy9jb3ZpZDE5VwdzY2hvb2xtQgoAAOOAal4GWa3QUhFJbnN1bktpbUBpdXNkLm9yZ1gEAAAAAQ~~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www.iusd.org/COVID19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H2m5Yn1VUeo7kKeSyRl1Fw~~/AAAAAQA~/RgRgS7RjP0QbaHR0cDovL3d3dy5pdXNkLm9yZy9DT1ZJRDE5VwdzY2hvb2xtQgoAAOOAal4GWa3QUhFJbnN1bktpbUBpdXNkLm9yZ1gEAAAAAQ~~


여러분의 서포트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테리 워커 Terry 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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