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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 11 일  
가족 여러분께,  

 
뉴욕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모든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은 계속해서 저희가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최신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들과 가족들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따라야 할 수칙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플 경우 

집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한 관련 정보는 본 안내문에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 및 안내문을 

읽어 보십시오. 

  

교육청 준비 상황 및 프로토콜  
 

학교 청소 + 위생 

  
저희는 계속해서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각 학교들 및 조기 아동교육 

프로그램들의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조기 아동교육 프로그램들도 최소 주 2 회 딥클리닝을 실시하되, 미 질병관리예방센터 

(CDC)승인을 받은 세척제로 모든 표면을 소독 

 모든 DOE 학교 건물들이 충분한 위생 제품을 갖추도록 하고, 교육청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조기 아동교육 프로그램들도 적절한 위생 제품을 공급받도록 하여,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화장실에 비누와 종이 타월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갖추도록 함  

 학생이나 교직원이 일과 중 증상을 보여서 병원 및/검사 시설로 이송되기 전에 격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하도록 모든 학교 및 조기 아동교육 프로그램에 안면 마스크 지급  

 조기 아동교육 프로그램에서 원생과 교직원들이 하루 일과 중 정기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식사 전과 화장실 사용 및 기저귀 교환 전후, 야외 놀이 시간 후, 그리고 손이 더러워졌을 경우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고, 아동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시간 

조절. 

 

출석 
 

아픈 아동들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추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염려로 

인한 과다한 결석 때문에 아동이 프로그램에서 퇴학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는 

자녀의 결석 사유를 프로그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이 프로그램에서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동이 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면, 일단 다른 어린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로 

데려갑니다.   

  교직원이 아동의 상태를 살피고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데려가도록 한 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 

전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흡기 증상 및 열이 있는 아동은 다른 아동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폐쇄 공간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대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아동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ronavirus-factsheet-ko.pdf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stop-the-spread-poster-k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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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녀의 프로그램에 COVID-19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DOHMH 에서 조사,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이나 학교 폐쇄,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립니다. 

 뉴욕주에서는 어느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는 최소 24 시간 폐쇄하고 

DOHMH 에서 조사를 마친 후 추가 휴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DOHMH 에서 보내는 공식 통지문의 내용이 아닌, 시중에 떠도는 각종 소문은 

무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저희는 뉴욕주와 긴밀히 협력하여 휴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곧 발송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규모 모임 
 

현재로서 뉴욕시에서는 대규모 모임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을 취소하도록 권고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차후 권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프면 집에 있으십시오. 

  심장병이나 당뇨, 약한 면역력, 만성 폐질환 및/또는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가급적 

모임이나 행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밀집된 곳을 피하십시오 

 가능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십시오.   

 지하철이 너무 혼잡한 경우, 다음 지하철을 기다리십시오.  

  

아플 경우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기침, 호흡곤란, 열, 인후통 등이 있으면 의사에게 연락하십시오.   

 24–48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의사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을 피하십시오.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등의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최소 72 시간 열이 나지 않는 이상,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면 311 로 전화하십시오.   

  NYC 에서는 이민 신분이나 재정능력에 관계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뉴요커들을 위한 특별 지침  

  뉴욕시에서는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암, 당뇨, 또는 면역력이 약화된 기저 질환자들은 

불필요한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다면, 친구나 가족 중 이와 같은 질환이 있는 사람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최근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  
 

최근 이태리, 이란, 한국, 일본, 중국을 여행하고 2020 년 3 월 4 일 이후 미국에 돌아온 사람은 반드시 

해당 국가에서의 마지막 날 이후 14 일간 등교나 출근을 금지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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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해당 국가에서 돌아온 사람 중, 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사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증상 및 여행력을 알려야 합니다. 

  집에서 자가 모니터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국에서는 의사소견서 및 FAQ 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웹사이트 nyc.gov/coronavirus 의 “Returning Travelers” 섹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0 년 3 월 4 일 이전에 위의 해당 국가에서 돌아온 아동 및 가족들도 본인의 건강을 면밀히 모니터 

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집에 머물면서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국들에 관한 최신 소식은 CDC.gov 에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after-travel-precautions.html.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지키십시오: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에는 입과 코를 티슈나 소매로 가리십시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악수하지 마십시오. 손을 흔들거나 팔꿈치 인사로 대신 하십시오.   

 평소보다 더욱 면밀하게 감기나 독감 증상이 있는지 본인의 건강을 모니터 하십시오.  

 

정확한 정보를 얻고 편견을 물리치는 법  
 

692-692 번으로 문자 COVID 를 보내시면 뉴욕시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이에 관한 정기 

업데이트 및 최신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소식 및 진행 상황이 정기적으로 SMS 문자로 

발송됩니다.  

  상세한 관련 정보는 본 안내문에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을 잘 읽어 보십시오. 

 언제든지 웹사이트 nyc.gov/coronavirus 를 방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슈를 둘러싼 낙인과 

편견 등에 맞서는 방법 등을 포함한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을 보십시오.   

이러한 시기에 뉴욕시가 하나로 뭉쳐, 이웃들과 다른 뉴요커들을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COVID-

19 는 어느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적자에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포용력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편견과 싸우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국의 모든 지침에 따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교육청 산하 110 만 가정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  
뉴욕시 교육청  

https://nam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after-travel-precautions.html&data=02|01|KBlumm@schools.nyc.gov|3b0f05d7d70b45a1421b08d7c11b31ef|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0|0|637190194850437893&sdata=UMN8geWKO7Fm91sVqH2duYNImrbOZchYzaKFe6hMmyc=&reserved=0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ronavirus-factsheet-ko.pdf
https://nam01.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nyc.gov/coronavirus&data=02|01|NBaez7@schools.nyc.gov|f7209b94d1804e256a4b08d7bfa2c038|18492cb7ef45456185710c42e5f7ac07|0|0|637188578033900936&sdata=rY1cpPAm45WgWeN1HNlcwHKNUZgGNsZReq5tz/16l9Y=&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