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SD 가족 여러분, 
	 
월 2회 업데이트되는 이번 코로나 19 업데이트는 짧지만 좋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클리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SD는 화이자 COVID-19 

백신이 5세 이상에게 제공되기 시작한 지 몇 시간 안에 Northern Lights와 Boniface에 

위치한 교육 센터에 백신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클리닉은 현재까지 약 2,000개의 

소아용 백신을 제공한 Beacon OHSS와 함께 운영됩니다. 
	 
자녀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원하시면, 11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Bettye Davis East Anchorage High School에서 드라이브 스루 

클리닉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하는 클리닉은 11월 22일 월요일 

교육 센터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ASD COVID-19 백신 접종 클리닉의 날짜, 위치 및 

시간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백신 접종을 위해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클리닉 운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주 교육 센터 백신 

클리닉을 방문한 알래스카 공공 매체의 제 친구 Molly of Denali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몰리와 직원들이 스티커와 간식 및 세심한 배려로 준비해 준 덕분에 

학생들이 백신 접종 후 많이 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COVID-19 백신은 ASD 학생과 

교직원에게 계속해서 선택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 교직원 및 밀접 접촉자를 위해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ASD 테스트는 

Beechtree와의 제휴를 통해 계속됩니다. 테스트를 실시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간호사가 검사를 권장할 때, 학부모에게 환자 등록 링크를 작성하여 

절차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당일 저녁에 알 수 있습니다! 
	 
ASD COVID-19 야외 테스트 장소는 지역사회 전역의 6개 학교에서 계속되며 교직원, 

학생 및 가족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장소들은 Beacon에서 운영하며 

6개의 모든 ASD/Beacon 테스트 이동 차량에서 검사를 처리할 수 있도록 Beechtree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테스트 장소 중 한 곳에서 검사를 받을 계획이라면 새롭게 단장한 

Beechtree 등록 페이지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치면 선택한 테스트 

장소에 개인 QR 코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와 모든 ASD 학생들이 원할 경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현 상황에 따라 교육구 전체에 걸쳐 코로나 감염 완화 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날이 가까워질 것이라 낙관하는 바입니다. 추가 정보를 기대해 

주십시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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