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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인교육구 커뮤니티 여러분께, 

 

얼바인교육구 (IUSD)는 코로나-19 (COVID-19)와 관련된 새로운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준비 

계획에 참여하며, 전문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다음 업데이트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IUSD 는 최신 뉴스와 정보가 실려있는 COVID-19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이 웹 페이지에서 정기적으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가격리 지침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염이 광범위하게 퍼진 국가(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및 한국을 

포함한)를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이나 여행자는 영향을 받은 지역을 떠난 지 14 일 동안 집에 있도록 

요청함으로써 자가격리 지침을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after-

travel-precautions.html 을 방문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 (CDPH) 지침에 따라 COVID-19 로 확진된 사람과 가깝게 접촉한 사람은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짜로부터 14 일 동안 학교에 올 수 없습니다. 

 IUSD 는 학생, 교직원 및 교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지침을 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는 봄방학 여행이 포함됩니다. 

 자가격리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장에게 연락해야 하며, 교장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가운데 가족과 협력할 것입니다.  

 

IUSD 조치 및 대비 

 오렌지카운티 보건국 (OCHCA)은 오렌지카운티 내의 위험이 낮다는 사실을 지역 사회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진단이 더 널리 가능해지면서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며 교육구, 지방 자치 단체, 사업체 및 개인은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서신 이후로, 교육구 지도부 및 담당 직원은 오렌지카운티 K-12 교육구를 대상으로 오렌지카운티 

보건국이 주관하는 컨퍼런스콜에 매주 참여하여 학교가 따라야 할 가장 최신의 관련 지침을 받았습니다.  

 IUSD 는 청소 인력의 확충과 더불어 손소독제 스테이션 숫자를 늘리고 교정 전체에 질병 예방 포스터와 

적절한 손 세척에 대한 알림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미 각 교정에 있었지만 COVID-19 및 기타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좋은 습관으로서 보강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IUSD 의 COVID-19 계획에는 온라인 및/또는 기타 원격 학습 옵션을 포함하여 안전하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USD 는 iusd.org/COVID19 링크에 업데이트된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 및 기타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COVID-19 자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COVID-19 및 관련 의료 지침에 관한 질문; 연방, 주 및 카운티 건강 지침; 여행 권고; 미국 입국항 건강 검진; 

검역소 및 기타 정부 기관 관련 질문은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o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 (CDC)  

o 오렌지카운티 보건국 (OCHCA)  

o OCHCA COVID-19 자주 묻는 질문 (OCHCA)  

https://iusd.org/covid-19-resource-page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GM8Rv-ntSYR8URJhRojLIg~~/AAAAAQA~/RgRgSU0oP0RRaHR0cHM6Ly93d3cuY2RjLmdvdi9jb3JvbmF2aXJ1cy8yMDE5LW5jb3YvdHJhdmVsZXJzL2FmdGVyLXRyYXZlbC1wcmVjYXV0aW9ucy5odG1sVwdzY2hvb2xtQgoAAKgZaF7AbVrHUhZFcmluVGltYmVybWFuQGl1c2Qub3JnWAQAAAAB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GM8Rv-ntSYR8URJhRojLIg~~/AAAAAQA~/RgRgSU0oP0RRaHR0cHM6Ly93d3cuY2RjLmdvdi9jb3JvbmF2aXJ1cy8yMDE5LW5jb3YvdHJhdmVsZXJzL2FmdGVyLXRyYXZlbC1wcmVjYXV0aW9ucy5odG1sVwdzY2hvb2xtQgoAAKgZaF7AbVrHUhZFcmluVGltYmVybWFuQGl1c2Qub3JnWAQAAAAB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v4bHn17V8g7kRgVfsxjoxA~~/AAAAAQA~/RgRgSU0oP0RXaHR0cHM6Ly9pdXNkLm9yZy9hcnRpY2xlL21lc3NhZ2Utc3VwdC13YWxrZXItY29yb25hdmlydXMtdXBkYXRlLWFuZC1zcHJpbmctYnJlYWstdHJhdmVsVwdzY2hvb2xtQgoAAKgZaF7AbVrHUhZFcmluVGltYmVybWFuQGl1c2Qub3JnWAQAAAAB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OpiE0p9LJMSAUfDoN75Evg~~/AAAAAQA~/RgRgSU0oP0QbaHR0cDovL3d3dy5pdXNkLm9yZy9DT1ZJRDE5VwdzY2hvb2xtQgoAAKgZaF7AbVrHUhZFcmluVGltYmVybWFuQGl1c2Qub3JnWAQAAAAB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Id_rKwk8_yYqHm8CK5-jdg~~/AAAAAQA~/RgRgSU0oP0Q0aHR0cHM6Ly93d3cuY2RjLmdvdi9jb3JvbmF2aXJ1cy8yMDE5LW5jb3YvaW5kZXguaHRtbFcHc2Nob29sbUIKAACoGWhewG1ax1IWRXJpblRpbWJlcm1hbkBpdXNkLm9yZ1gEAAAAAQ~~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sLq9Gwy_nytkDHLlLw8xxA~~/AAAAAQA~/RgRgSU0oP0RXaHR0cDovL3d3dy5vY2hlYWx0aGluZm8uY29tL3Bocy9hYm91dC9lcGlkYXNtdC9lcGkvZGlwL3ByZXZlbnRpb24vbm92ZWxfY29yb25hdmlydXNfZmFxVwdzY2hvb2xtQgoAAKgZaF7AbVrHUhZFcmluVGltYmVybWFuQGl1c2Qub3JnWAQAAAAB
http://track.spe.schoolmessenger.com/f/a/sLq9Gwy_nytkDHLlLw8xxA~~/AAAAAQA~/RgRgSU0oP0RXaHR0cDovL3d3dy5vY2hlYWx0aGluZm8uY29tL3Bocy9hYm91dC9lcGlkYXNtdC9lcGkvZGlwL3ByZXZlbnRpb24vbm92ZWxfY29yb25hdmlydXNfZmFxVwdzY2hvb2xtQgoAAKgZaF7AbVrHUhZFcmluVGltYmVybWFuQGl1c2Qub3JnWAQAA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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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캘리포니아 공공보건국 (CDPH)  

o 오렌지카운티 보건국 (OCHCA)은 실시간 응답자가 전화를 받는 정보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1-800-

564-8448 으로 전화하십시오.  

 

현장 학습 및 학교 폐쇄에 대한 질문 

IUSD 는 공공 집회 및 커뮤니티 행사에 대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 (CDPH)의 지침을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현장 학습 또는 학교 폐쇄를 포함하여 학교 활동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CDPH 의 권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구 시설에 오는 학생, 교직원 및 기타 방문인은 아프면 집에 있어야 하며 모든 전문 기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재채기 또는 기침을 할 때는 티슈나 팔꿈치/팔 위쪽으로 가리고,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소독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여 질병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손 씻기와 여러 

노력을 지속적으로 따르고 늘리십시오. IUSD 건강 지침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IUSD 는 학부모의 우려와 이러한 상황이 학생과 가족에게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계속해서 전문 파트너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 또는 지역 공동체를 통해 듣는 정보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 우리 커뮤니티가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루머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먼저 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iusd.org/COVID19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한 최신 뉴스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는 교육구가 전문가 기관으로부터 새롭고 확인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업데이트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나누고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쉽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Terry Walker 
Superintendent of Schools 
Irvine Unified Schoo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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