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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1일 
 

제목: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업데이트 
 

애너하임 초등교육구 가족 여러분께, 
 

애너하임 초등교육구는 항상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합니다. 

지난주에 가정에 보내드렸던 통신(이번 우편에 사본 동봉)에서 언급했듯이, 

교육구는 계속해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예시 주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공공 보건국, 오렌지카운티 보건국, 오렌지카운티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때까지 교육구는 교육구 앱인 학부모링크를 통해 주간 업데이트를 

보내드리고 교육구 웹사이트 aesd.org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만일 최근 3단계 국가에 다녀오셨거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셨다면, 학교를 방문하시기 전에 학교 사무실에 이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시고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주십시오. 현재 3단계 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이탈리아, 이란, 한국입니다. 추가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접촉한 사람이 발열, 기침, 호흡 곤란을 겪는다면 여러분의 담당의와 

오렌지카운티 보건국 전화번호 714-834-8180 혹은 1-800-565-8448로 즉시 

전화하십시오. 
 

3월 11일 자로 오렌지카운티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2명입니다. 

OC 보건국은 일반 대중의 위험은 현재 낮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지역사회 

행사는 현재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은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집에 계시고 다 나으실 때까지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방문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열(100.4⁰F/38⁰C 이상), 기침, 호흡 곤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다음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 전에 반드시 

먼저  전화하십시오.   

 의사에게 최근 방문국이나 코로나바이러스 노출 가능성과 현재 

증상에 관해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자주 손 씻기, 손잡이, 탁자, 휴대전화와 같은 자주 

사용하는 표면 청소하기, 휴지나 소매로 기침 가리기, 아프면 집에 있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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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적절한 건강 조치를 사용해서 질병 전파를 방지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 교육구는 계속해서 교실, 점심 테이블, 버스, 그리고 기타 자주 

사용하는 표면을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하며, 교육구에 

영향을 주는 특정 정보가 생기면 모든 AESD 가족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보건당국의 최신 정보가 필요하시면, 교육구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anaheimelementary.org/coronavirus-information/ 
 

감사합니다. 
 

애너하임 초등교육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