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Centralia School District schools will close effective
Monday, March 16, 2020 through Friday, March 27, 2020.
In response to growing concerns regarding COVID-19 transmissions, all Centralia School District
schools will close to students beginning Monday, March 16- 20, 2020. Schools will also be closed
for the regularly scheduled spring break from March 23-27, 2020.
We expect schools to resume on Monday, March 30, 2020.
We recognize that this school closure can be disruptive to our families, but it is a decision made to
support the COVID-19 containment efforts statewide. Please begin to implement your Family
Preparedness Plan.
Check our district website at www.cesd.us for updated information.

Todas las escuelas del Distrito Escolar de Centralia cerrarán a partir
del lunes 16 de marzo de 2020 hasta el viernes 27 de marzo de 2020.
En respuesta a las crecientes preocupaciones con respecto a las transmisiones COVID-19, todas
las escuelas del Distrito Escolar de Centralia estarán cerradas a los estudiantes a partir del lunes
16- 20 de marzo de 2020. Las escuelas también permanecerán cerradas para las vacaciones de
primavera programadas regularmente del lunes 23 al 27 de marzo de 2020.
Esperamos que las escuelas resuman el lunes 30 de marzo de 2020.
Reconocemos que este cierre de la escuela puede ser perjudicial para nuestras familias, pero es
una decisión tomada para apoyar los esfuerzos de contención COVID-19 en todo el estado. Usted
puede comenzar a implementar su plan de preparación para la familia.
Consulte nuestro sitio web del Distrito en www.cesd.us.

센트랄리아 초등 교육구(CESD)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들은 2020 년
3 월 16 일 월요일부터 2020 년 3 월 27 일 금요일까지 휴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인 코비드-19(COVID-19)의 전염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센트랄리아 초등
교육구(CESD)에 속해 있는 모든 학교들은 2020 년 3 월 16 일 월요일부터 2020 년 3 월 20 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정규 일정으로 잡혀있던 봄 방학이 2020 년 3 월 23 일부터 2020 년 3 월 27 일까지
진행되면서 학교는 계속해서 문을 닫습니다.
학교들은 2020 년 3 월 30 일 월요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휴교가 가족들의 일상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주정부 전체 차원의
코비드-19( COVID-19) 확장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리게 된 결정입니다. 가족 대비
계획(Family Preparedness Plan)을 시행해 주십시오.
교육구 웹사이트 www.cesd.us 를 통하여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