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는 COVID-19 에 걸렸는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교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2020 년 3 월 25 일
친애하는 LACC 가족여러분:

LACC 캠퍼스에서 발생한 COVID-19 상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 년
3 월 25 일 수요일에 COVID-19 에 노출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두 개의 각각 다른 사안을
접수했습니다.
첫 번째는 LACC 도서관에서 일하는 교직원이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고 교직원의
증상이 지역사회확산에 의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오늘
알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직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을 정도의 중증환자가
아니라서 테스트를 못 받았고 현재는 자가격리를 시행하면서 증상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교직원은 괜찮은 상태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교직원이 마지막으로 캠퍼스에 온 것은 2020 년
3 월 19 일 목요일인 6 일 전이었고 지금 학교측에서는 혹시 그 날 누군가가 그 곳에 있었는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알게 된 두 번째 사안은 LACC 의 두 명의 학생이 이 주전인 2020 년 3 월 10 일
카이저 병원 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COVID-19 에 노출되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카이저측에서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왔고 이 학생들은 3 월 10 일이후 자가격리중이며 아무런
증상이 없이 괜찮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보건당국이 정한 COVID-19
노출가능성에 의한 자가격기기간을 이미 다 완수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의 사안은 모두 확인되지 않은 노출가능성에 의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고
잘 못된 정보나 루머가 퍼지는 것을 막기위해서 가능한한 빨리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 또 다른 정보나 COVID-19 에 확진된 사안이 있다면 듣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LACC 가족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여러분도 나와 동참하여 우리 학생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원하리라 봅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현재 캠퍼스내 소독과 살균을 실행중입니다. 약 50%정도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음 주 말이면 캠퍼스 전체 소독과 살균이 완벽하게 끝날 것입니다.
살균과 소독후 다시 문을 열기까지 도서관출입을 금합니다.
우리는 이 번 팬데믹 비상사태속에서 우리 학생과 교직원 그 누구라도 병을 얻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을 유념해주십시오.
뉴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우리 지역 보건관리국에서 지시하였듯이 모두 “집이 더 안전하다”
(Safer At Home)를 꼭 지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에서도 항상 위생사항등을 습관화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기전에 바로 주치의나 보건관리국에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하십시오.
가장 확실한 정보는 엘에이카운티 공중보건국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공식 전구역 바이러스 사이트에 최신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www.laccd.edu/coronavirus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프거나 COVID-19 확진자와 접점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면
빨리 주치의에게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추후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갤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