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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AESD 가족 여러분께, 
 
여러분께 애너하임 초등교육구에 관한 다음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학교 재개 소식 
각 학교에서 11월 중 다음과 같이 학교에 맞는 재개 방안을 교직원과 
가정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11/2에 모든 일반 교육 학생의 A/B 코호트 배정에 관한 소식을 
받으셨습니다.  

● 11/9에 시작하는 주에 선별 절차, 방문자 정책, 안전 규약을 포함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11/30에 시작하는 주에 다양한 일정, 안전 정보, 유증상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규칙을 포함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학교 재개 자문위원회 회의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에 학교 재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안전한 
재개를 준비하며 취할 행동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회의 프레젠테이션은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에 열리는 교육위원회 회의 중, 그리고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에 모든 이해당사자와 나눌 것입니다. 학교 재개에 관해 
피드백이 있으시면 학교장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9 검사소 
라티노 헬스 액세스와 오렌지카운티 보건국과 공조해서 다음 장소와 
날짜에 코로나 19 검사소를 운영합니다: 

● 2020년 11월 17일 - 링컨 초등학교 
● 2020년 11월 24일 - 에디슨 초등학교 
● 2020년 12월 1일 - 폰데로사 초등학교 
● 2020년 12월 8일 - 마셜 초등학교 

OCHCA 설문조사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에서는 저희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면 백신 배포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이 되는 코로나 19 백신에 관한 의식 설문조사 실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보건국에서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며 잠시 시간을 내시어 
간단한 질문지를 작성하시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설문조사에 
참여하십시오. 작성을 끝내시면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이름이나 어떤 신분 
확인 정보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답변은 익명이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요청을 한 번 이상 받으시더라도, 설문조사는 한 번만 
작성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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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지역사회와 같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값진 서비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어:             https://www.research.net/r/covidvaccine_English 
아랍어:          https://www.research.net/r/covidvaccine_Arabic 
페르시아어:   https://www.research.net/r/covidvaccine_Farsi 
중국어:          https://www.research.net/r/covidvaccine_Chinese 
한국어:          https://www.research.net/r/covidvaccine_Korean 
스페인어:       https://www.research.net/r/covidvaccine_Spanish 
베트남어:       https://www.research.net/r/covidvaccine_Viet 
캄보디아어:   https://www.research.net/r/covidvaccineCambodian 
 
우리 교육구에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크리스토퍼 다우닝 박사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esearch.net%2Fr%2Fcovidvaccine_English&data=02%7C01%7CDDiazDeleon%40ochca.com%7Ca1e5eba33b92487bcfc708d8618ba51b%7C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7C0%7C0%7C637366599695457306&sdata=Z14mutD8omK5AkV8G7ZoxjdIa9kMLW2s76pJpV6M%2F74%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esearch.net%2Fr%2Fcovidvaccine_Arabic&data=02%7C01%7CDDiazDeleon%40ochca.com%7Ca1e5eba33b92487bcfc708d8618ba51b%7C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7C0%7C0%7C637366599695467268&sdata=KtBYvbwi%2BjTAMtRwUkKn6DI3j9lDwKKrbcpylOK8r%2Bo%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esearch.net%2Fr%2Fcovidvaccine_Farsi&data=02%7C01%7CDDiazDeleon%40ochca.com%7Ca1e5eba33b92487bcfc708d8618ba51b%7C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7C0%7C0%7C637366599695467268&sdata=RKQCOeSSUz6C%2FgcINxhHPfZbPSKzn%2BrQn9kweYABFOI%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esearch.net%2Fr%2Fcovidvaccine_Chinese&data=02%7C01%7CDDiazDeleon%40ochca.com%7Ca1e5eba33b92487bcfc708d8618ba51b%7C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7C0%7C0%7C637366599695477218&sdata=0nP940zCeVqdUzR71AL367R0UUTpCDZtrx6WWt2Kj%2F4%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esearch.net%2Fr%2Fcovidvaccine_Korean&data=02%7C01%7CDDiazDeleon%40ochca.com%7Ca1e5eba33b92487bcfc708d8618ba51b%7C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7C0%7C0%7C637366599695477218&sdata=QLfpDlTYHCO8C3c%2BgAadGHririmzOS8yXlPHFMSHxc4%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esearch.net%2Fr%2Fcovidvaccine_Spanish&data=02%7C01%7CDDiazDeleon%40ochca.com%7Ca1e5eba33b92487bcfc708d8618ba51b%7C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7C0%7C0%7C637366599695477218&sdata=sILugI0uzbjBiY4ffHUyJfI9%2FikbIb%2Fioqhp3eJTyo8%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esearch.net%2Fr%2Fcovidvaccine_Viet&data=02%7C01%7CDDiazDeleon%40ochca.com%7Ca1e5eba33b92487bcfc708d8618ba51b%7C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7C0%7C0%7C637366599695487175&sdata=%2B12CrP1h60A0IRH9TVlaEkSolqkLyzTQpfw7Qmw2TJ0%3D&reserved=0
https://gcc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research.net%2Fr%2FcovidvaccineCambodian&data=02%7C01%7CDDiazDeleon%40ochca.com%7Ca1e5eba33b92487bcfc708d8618ba51b%7Ce4449a56cd3d40baae3225a63deaab3b%7C0%7C0%7C637366599695487175&sdata=DqTEVYrJvEdCF%2Fak7HB7w1yyqPinEBrF1UH%2BLaVsD%2BU%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