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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9일 

 

제목: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휴교 연장 

 

애너하임 초등교육구 가족 여러분께, 

 

지난주 우리는 지속해서 오렌지카운티 교육부와 오렌지카운티 공공 보건국과 

매일 대화하며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대응과 권고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최신 정보는 보건 전문가들이 몇 주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서 애너하임 

초등교육구는 4월 17일 금요일까지 계속 휴교합니다. 현재 예상 등교일은 

2020년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휴교 기간 중 학생의 안녕을 계속해서 최우선시할 것이며 원격 온라인 학습을 

통해 교육적 연속성과 기타 학생 필요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와 자원을 지속해서 연장 휴교 기간 중 AESD 학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크롬북과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을 위한 와이파이 ‘핫스팟’을 여전히 

제공해드리며 학부모님께서는 (714) 517-7500으로 전화하셔서 픽업 

시간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학습 자료는 aesd.org에서 접속할 수 있는 학생 포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애너하임 통합 고등교육구와 협력하여 다음 장소에서 예정되었던 봄방학 

중에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AESD 학생에게 ‘테이크아웃’ 

식사를 제공합니다: 

o 카텔라 고등학교 (2200 E Wagner Ave, Anaheim, CA 92806) 

o 애너하임 고등학교 (811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5) 

o 시카모어 중학교 (1801 E Sycamore St, Anaheim, CA 92805) 

o 로애라 고등학교 (1765 W Cerritos Ave, Anaheim, CA 92804) 

o 브룩허스트 중학교 (60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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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데로사 초등학교 (2135 S Mountain View Ave, Anaheim, CA 

92802) 

o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AUHSD 급식 서비스부 (714) 999-3560 

으로 전화해주십시오. 

 

 YMCA와 협력하여 다음 장소에서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12:30까지 ‘테이크아웃’ 식사를 

제공합니다: 

o 헨리 초등학교 (1123 W. Romneya Drive, Anaheim, CA 92801) 

o 후아레스 초등학교 (841 S. Sunkist St., Anaheim, CA 92806) 

o 링컨 초등학교 (1413 E. Broadway, Anaheim, CA 92805) 

o 리비어 초등학교 (140 W. Guinida Lane, Anaheim, CA 92806) 

o 스토다드 초등학교 (1841 S. Ninth St., Anaheim, CA 92802) 

 

지난주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에게는 의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학생의 일상이 변했고 

아이들이 학교와 하던 기타 활동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십시오. 

가정에서 이런 결정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런 힘든 시기에 친절과 이해로 서로를 반드시 지원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진전하는 동안 모든 AESD 가족 여러분과 교직원이 보여주신 지지와 유연함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연장 휴교 기간에도 계속해서 학부모 링크와 교육구 웹사이트 aesd.org를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크리스토퍼 다우닝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