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가족들께,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 로 명시함)가 다른 국가들에서 퍼지고 있다는 최근 뉴스에 따라
귀넷 카운티 가족들께 이와 관련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질병 통제및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금 COVID-19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일반 미국 시민들의 COVID-19 에 대한 즉각적인 감염 리스크는 낮다고
봅니다.”

보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COVID-19 감염 위험도는 현재 매우 낮지만 상황이 변화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좀 더 많은 케이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 년 2 월 28 일 금요일
현재, 조지아주에는 알려진 COVID-19 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경될 수 있고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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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안전이 저희 모두의 우선순위임을 생각할 때 이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와 교육구의 준비
상황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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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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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은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주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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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기 질병입니다. 다른 순환기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COVID-19 도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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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그 손으로 입, 코, 또는, 눈 등을 만지면 전파될 수 있습니다. COVID-19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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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 사람의 증상은 보통 발열, 기침, 숨가쁨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계절 독감 증상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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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경우는 가볍게 앓지만 COVID-19 환자들은 심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이하 GCPS )의 대비와 대처:
조지아 공공 보건국(Georg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과 CDC 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함께 GCPS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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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카운티 보건국(Gwinnett County Health Department)과도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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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GCPS 에는 바이러스에 관해 현재 알려진 정보와 보건국 관계자들로 부터의

지역에서 COVID-19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관한 통지와 전파를 막기 위한 지침을 제공 받을
방향 제시에 근거해 교육구의 대처 계획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업데이트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가족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학생들의 건강 유지엔 부모님과 교육구의 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COVID-19 뿐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질병이던 학교에서의 질병 확산 방지엔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항시 다음을 지키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에 대고 하거나 휴지로 입을 가리십시오. 즉, 손에 병균이 묻지
않도록 하시고 사용하신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신 후 손을 씻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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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비누로 적어도 20초간, 특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고 물과 비누가 없다면 (적어도 60%의 알콜이 함유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세균 전파 방지를 위해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칫솔, 수건, 컵/안경, 수저 등 개인 용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자주 만지는 물건과 표면을 가정용 세척 스프레이로 세척.소독하거나 라벨의 지시에 따라 닦으십시오.
• 아픈 사람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자녀가 아프면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십시오. 자녀가 아프고 최근에
COVID-19 전파 지역을 여행했거나 COVID-19 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다면, 즉시 자녀의 주치의 등
의료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COVID-19 바이러스에 관한 추가의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CDC 웹사이트를 보십시오: www.cd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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