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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를 곁에 두십시오. 

매 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이하 

GCPS)에서는 감기와 독감 시즌 동안의 건강 유지에 관해 

가족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독감 시즌을 보내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증가하는 우려를 

생각 할 때, 학생들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건강한 습관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단지 몇 건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만이 있었고 조지아에선 아직 없었지만 

이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과 부모님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GCPS는 부모공중 보건 관계자들과 협력하고자 합니다.   

질병 통제 센터(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와 

조지아 공공 보건국(The 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으며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리스크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아픈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균이 옮거나 옮기지 않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 개인물품(칫솔, 수건, 수저, 기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아프면 외출을 삼가시고 아이가 아플 경우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집에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 물과 비누로 20초간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물과 비누로 

씻기 어렵다면 손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을 가리십시오. 

즉, 손에 병균이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용하신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시고 기침이나 재채기 후 손을 씻으십시오. 
• “세균 투성이”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자주 만지는 물건의 표면을 깨끗이 하십시오. 

GCPS와 부모님 그리고 교직원과의 소통 

교육구 관계자들은 공중 보건 사안들에 대비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중 보건 관계자들과 협력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해나갈 것입니다. 학생, 교직원, 또는 

학교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받을 시는 교육구 웹사이트, 

자녀의 학교, GCPS TV,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인식하십시오. 뉴스 시청, 신문 구독및 지역.조지아주. 

연방정부 웹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계절 독감과  기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관해 알고 계십시오.   

대비 하십시오.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공중 보건 비상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건강하게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식 하십시오. 질병 확산 제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목하시고 알고 계십시오 

• GCPS TV 시청을 위한 케이블 회사들과 채널에 관한 정보: 

– AT&T U-verse… 지방 정부 하에 기재됨;  
– Charter… Channel 180; p 
– Comcast… Channel 24 or 26  

• 웹사이트에서 GCPS이메일 소식지를 구독하십시오.                               

• 소셜 미디어에서 GCPS를 팔로우 하십시오. Facebook에서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를 찾으십시오. 

GwinnettSchools의  Twitter 와 Instagram에서 GCPS를 팔로우 

하십시오. 

• 다음 GCPS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gcpsk12.org. 

인식하십시오. 

대비 하십시오. 

건강하게 생활 하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환자들은 열, 기침, 숨가쁨을 동반한 가볍거나 심한 호흡기 질환을 

호소합니다. 환자가 심각한 합병증을 가진 경우는 폐 양 쪽 모두에 

폐렴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국으로 여행을 하셨고 아프실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14일 내에 중국에 있으셨고 열, 기침 또는 호흡곤란이 

있으시다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치의를 만나러 가시기 전 

미리 연락하시어 여행과 증상에 관해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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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Update
Each year,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communicates with 
families about staying healthy during cold and flu season. In light 
of the particularly harsh flu season we are experiencing, coupled 
with rising concerns many have regarding the Coronavirus, we 
thought it best to share some healthy habits to keep you and your 
families safe. While there have been just a few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and none in Georgia, we are 
committed to raising awareness and to working with public health 
officials to answer questions you may have.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and The 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PH) are closely monitoring 
the Coronavirus and indicate that the overall risk to the 
public is low. That said, the best way to prevent infection by any 
respiratory virus is:  

• Keep your distance. Avoid close contact with sick 
individuals, maintaining personal space to avoid getting germs 
from others or sharing your germs with them.

• Don’t share personal items (toothbrushes, towels, utensils, etc.).
• Stay home when you are sick and keep children home 

from school when they are ill.
• Wash your hands frequently with soap and water for 

20 seconds. (Use hand sanitizer if soap and water are not 
available.)

• Sneeze and cough into your elbow or cover with a tissue. 
In other words, keep germs off your hands. And put used tissues 
in a wastebasket. Wash hands after you cough or sneeze.

• Keep “germy” hands away from eyes, nose, and mouth. 
• Clean surfaces that are frequently touched.

What are the symptoms of the Coronavirus 
(2019-nCoV)?
Patients have reportedly had mild to severe respiratory illness 
with fever, cough, and shortness of breath. In some cases 
where a patient has severe complications, they have developed  
pneumonia in both lungs. 

What should I do if I recently traveled to China  
and got sick?
If you were in China within the past 14 days and feel sick with 
fever, cough, or difficulty breathing, you should get medical 
care. Call the office of your health care provider before you go 
and tell them about your travel and your symptoms.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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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between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GCPS) and parents and staff
School system officials have been working and will continue 
working with public health officials to prepare for and, if 
needed, to respond to any public health issue. Information 
we receive that affects students, employees, or school opera-
tions will be shared via the district’s website, through local 
schools, on GCPS TV, and through social media.

What should my family do to prepare?
Be Aware. Stay informed about seasonal flu and other 
health concerns by watching the news, reading newspapers 
and visiting local, state, and federal websites. 

Be Prepared. Preparing now could help during a public 
health emergency.

Be Healthy. Be conscious how your choices affect your 
health. Habits are critical to limiting the spread of disease.

Stay tuned, be informed
• Tune into GCPS TV on these cable network providers:

– AT&T U-verse… Listed under Local Government; 
– Charter… Channel 180; 
– Comcast… Channel 24 or 26 

• Subscribe to GCPS’ email newsletter on the  website

• Follow GCPS on social media. Find Gwinnett County 
Public Schools on Facebook. Follow us on Twitter and 
Instagram at GwinnettSchools.

• Visit our website at www.gcpsk12.org.

Be informed.
Be prepared.
Be healthy.

Useful Information to 
Keep on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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