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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ISDコミュニティの皆様、

知事によるワシントン州民への
「Stay at Home – Stay Healthy」
演説を受け、ISDは引き続きフー
ドサービス・チャイルドケア・ラ
ップトップ/Wi-Fiホットスポット
貸し出しを提供することをお知ら
せします。https://www.issaquah.
wednet.edu/family/supports
私たちは感染流行カーブを穏や
かなものにするための州の取り組
み、社会的距離や良い衛生状態の
維持などをサポートしつつ、コミ
ュニティに必要な食糧・その他の
支援を提供する事が果たす重要な
役割を認識しております。

知事事務所は、必要な職種の詳細
を記した文書を発行しました。こ
の中には「公・私立の保育施設、
認可プリキンダー施設、小、中、
高等学校、各種大学、オンライン
遠隔授業、児童への食事提供及び
必要な職種に就く保護者の児童・
特別に保護の必要な児童の保育
をする職員」などが含まれます。
州知事からの指示の詳細について
は、https://coronavirus.wa.gov/
whats-open-and-closed　にアク
セスしてください。

COVID-19の蔓延を防ぐために私た
ちがすべき事があります。以下の
点に留意してください。

・自分が健康であると思われても
病院・介護施設・老人ホームへの
お見舞いは可能な限り避けてくだ
さい。これらの施設を訪問する必
要がある場合は時間を制限し、患
者・入居者から6フィート（約１、
８m）離れましょう。
・必要がない限り、緊急治療室
（ER)　に行かないでください。

緊急治療室は、緊要患者への対応
ができる状態にしておく必要があ
ります。咳、発熱、その他の呼吸
器系の問題などの症状がある場合
は、まずかかりつけの医師に連絡
してください。
・具合が悪いときは家にいる。
・手洗い、咳エチケット（肘や
テイッシュへの咳）を守る、目・
鼻・口に触れないようにするなど
個々の衛生管理を徹底してくださ
い。
・感染リスクの高い方は、病気の
人に近寄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
い。
・頻繁に触れる表面や物体（ドア
ノブやライトスイッチなど）はき
れいに拭いてください。通常の家
庭用クリーナーが効果的です。
・手を洗ったばかりでない限り
目・鼻・口に触れないでくださ
い。
・充分な休息・健康的な食事・水
分を沢山とる・ストレス管理など
を通して強い免疫力を維持してく
ださい。

公衆衛生に関しては、公衆衛生シ
アトルとキング郡のウェブサイト
をご覧ください: https://kingcoun-
ty.gov/depts/health/communi-
cable-diseases/disease-control/
novel-coronavirus/protection/ja-
panese.aspx

KOREAN
이사콰 학군 가정들에게,

어제 주지사가 워싱턴주민들에게 “Stay 
at Home – Stay Healthy(자택격리-건
강유지)” 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사
콰 학군은 음식 서비스, 돌봄 서비스, 랩
탑/와이파이 핫스팟을 계속해서 제공
할 것입니다. 우리 학군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음식 및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인식
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전염확대를 
줄이기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하는 주정부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주지사 오피스는 받드시 필요한 인력을 
규정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온라
인 학습제공에 관여하는 공립과 사립학
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칼리지, 대
학의 교직원과 학교 음식 서비스 또는 
명시된 필요한 인력에 포함된 사람들과 
취약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
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인력에 포함

됩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coronavirus.wa.gov 를 
참고하세요.

우리 모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
해서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아래
의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병원, 장기치
료 병원 시설, 요양 병원의 방문을 피하
세요. 반드시 이런 시설을 방문해야 하
는 경우에는 방문시간을 제한하고 환자
의 6피트의 거리를 두세요.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응급실에 가
지 마세요. 응급실은 상태가 위중한 환
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
니다. 기침, 열, 또는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세
요
• 아픈 경우에는 자택격리를 하세요.
• 비누와 물로 자주 손 씻기, 기침은 휴
지나 팔꿈치에 하기, 눈, 코, 입 만지지 
않기를 포함한 청결한 위생 습관을 잘 
지켜주세요.
•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군에 속
하는 분께서는 아픈 사람과 격리하세
요.
• 자주 만지는 표면과 물건(손잡이, 전
등 스위치)을 자주 청소하세요. 일반 가
정용 클리너도 효과적입니다.
• 손을 씻지 않은 경우에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 면역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휴
식, 물 많이 마시기, 건강한 음식 섭취,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웹사이트 Public Health Seattle & King 
County’s website 를 방문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https://
kingcounty.gov/depts/health/com-
municable-diseases/disease-control/
novel-coronavirus/protection/korean.
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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