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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 10 일
글렌데일 통합교육구 학생, 교직원, 가족 및 지역사회 여러분들께:
저희는 유례가 없으며 진화하는 COVID-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인내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최우선 과제는 계속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저희는 이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가장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공공 보건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글렌데일
시에서 확인된 COVID-19 케이스는 없습니다.
저희는 LA 카운티 공공 보건국, LA 카운티 교육청, 글렌데일 시 및 지역 병원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 COVID-19 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저녁 우리 글렌데일 교육구 교육위원회 모임에 로컬 응급상황
출동 팀과 병원 관계자들을 초대하였으며 우리 커뮤니티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이 발표 모임은
오후 7:30 에 예정되어 있으며 Glendale Unified website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발표
모임에 이어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비디오 링크를 또한 공유할 것입니다.
글렌데일 교육구 학교들은 다음 주 봄방학 동안 닫을 것이며 이 시간 동안 우리 관리 직원들은
모든 학교 시설들을 철저히 청소할 것이며 교육구 직원은 학교 폐쇄 발생시 필요한 계획안을
계속 다듬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COVID-19 상황이 계속 진화되는 까닭에 봄방학 동안 우리
커뮤니티에 정기적으로 소식을 계속 보내드릴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이 지역에서 전면적인
학교 폐쇄를 예상하진 않지만 만일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봄방학 연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봄방학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신의 여행 자문을 얻기 위해 질병통제국 (CDC)
웹사이트,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website 를 점검하십시요. 오늘 현재, CDC 는
중국, 이란, 이탈리아 및 한국에 대해 3 단계 여행 경보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하였습니다.
이들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돌아온 여행자들은 14 일 동안 가정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렌데일 교육구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우리들은 이러한 권고안을 따를
것이며 3 단계 여행 경고 국가를 여행한 학생들은 미국으로 돌아온 후 14 일 동안 집에 머물
것이 요구됩니다. 국가들 리스트는 다가오는 주 동안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으로 인해
집에 머물 것이 요구되는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는 글렌데일 교육구 교육서비스부, (818) 2413111 내선 1208 으로 연락해서 독자 학습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호한 위생을 실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최신의 정보 유지, 가짜 뉴스가
퍼지는 것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육구 Facebook 또는
Twitter 페이지와 함께 Glendale Unified website 에는 최신의 현재 정보와 자원이 계속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병 통제국, CDC 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건국,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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