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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be Acrobat Reader  
 

Finding Words 
 

You can use the Find command to find a complete word or part of a word in the current PDF 

document.  Acrobat Reader looks for the word by reading every word on every page in the file, 

including text in form fields. 
 

To find a word using the Find command: 
 

1. Click the Find button (Binoculars), or choose Edit > Find. 

2. Enter the text to find in the text box. 

3. Select search options if necessary: 

Match Whole Word Only finds only occurrences of the complete word you enter in 

the box.  For example, if you search for the word stick, the words tick and sticky will 

not be highlighted. 

 

Match Case finds only words that contain exactly the same capitalization you enter in 

the box. 

 

Find Backwards starts the search from the current page and goes backwards through 

the document. 

4. Click Find.  Acrobat Reader finds the next occurrence of the word. 

        

To find the next occurrence of the word, Do one of the following: 

            

            Choose Edit > Find Again  

            Reopen the find dialog box, and click Find Again.  

            (The word must already be in the Find text box.) 

 

Copying and pasting text and graphics to another application 
 

You can select text or a graphic in a PDF document, copy it to the Clipboard, and paste it 

into another application such as a word processor.  You can also paste text into a PDF 

document note or into a bookmark.  Once the selected text or graphic is on the Clipboard, you 

can switch to another application and paste it into another document.   

 

Note:  If a font copied from a PDF document is not available on the system displaying the 

copied text, the font cannot be preserved.  A default font  is substit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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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lect and copy it to the clipboard: 

1. Select the text tool T, and do one of the following: 

       To select a line of text, select the first letter of the sentence or phrase and drag to 

       the last letter.   

 

To select multiple columns of text (horizontally), hold down Ctrl+Alt (Windows) or Option 

(Mac OS) as you drag across the width of the document.  

        

To select a column of text (vertically), Hold down Ctrl+Alt (Windows) or Option+Command 

(Mac OS) as you drag the length of the document. 

         

To  select all the text on the page, choose Edit > Select All.  In single page mode, all the text 

on the current page is selected.  In Continuous or Continuous – facing mode, most of the text 

in the document is selected.  When you release the mouse button, the selected text is 

highlighted.  To deselect the text and start over, click anywhere outside the selected text.   

The Select All command will not select all the text in the document.  A workaround for this 

(Windows) is to use the Edit > Copy command.  Choose Edit > Copy to copy the selected 

text to the clipboard. 

 

2. To view the text, choose Window > Show Clipboard 

 

In Windows 95, the Clipboard Viewer is not installed by default and you cannot use the 

Show Clipboard command until it is installed.  To install the Clipboard Viewer, Choose 

Start > Settings > Control Panel > Add/Remove Programs, and then click the Windows 

Setup tab.  Double-click Accessories, check Clipboard Viewer, and clic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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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여성과 젠틀 멘, 감사합니다 대기하고 환영합니다 라. 카운티 6 

COVID-19 업데이트. 이 시점에서 모든 참가자 듣기 전용 모드입니다. 나중에 7 

A를 수행하겠습니다 질문-답변 기간.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8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오늘의 회의 통화 중 다음에 의해 프레스 스타를 9 

따르십시오 제로와 운영자가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은 오프라인입니다. 나는 10 

이제 호스트와의 회의 관리자 힐다 솔리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1 

 12 

 SUP. 힐다 솔리 :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애프터눈 모두와 감사합니다 13 

매일 매일 미국에 합류 요약 보고. 저는 관리자 힐다 솔리스입니다. 의자 14 

프로 팀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감독위원회. 오늘 당신은 박사로부터 15 

듣습니다. 박사. 우리의 이사 공공 보건학과 또한, JONICCHITTA, 우리 16 

부서의 디렉터 소비자 및 비즈니스 공간. 어제 오전, L.A. 카운티 관리자 17 

확장 운동을 통과 임차인 보호 카운티의 소송 모라토리엄. 이것은 순간적인 18 

행동이었습니다. 건강을 보장하고 수천 가족의 안전 직면하고있는 카운티에 19 

따라 위대한 경제 도전과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의 위기. 소망의 20 

변화 모라토리엄은 다음 : 확장 넘어 보호 모든 분야에 통합 된 영역 21 

카운티를 제외한 도시 자신의 도시 추방 모라토리엄. 상환 연장 마지막 22 

임차료 대여 기간 6 개월에서 12 개월. 임대료 증가 동결 거주 단위는 23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료 안정화 통합 커뮤니티. 근거한 혐의의 금지 24 

승인되지 않은 탑승자, 애완 동물, 및 관련 코로나 19. 수락 임차인의 자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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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임대료 지불 불능. 이 변경 사항은 재 효과적으로 이 해의 3 월 4 일. 1 

에 의해 2018 연구에 따르면 경제 라운드 테이블, IT 약 600,000에 대해 2 

추정 ANGELINOS는 더 많은 것을 지출 수입의 90 % 주택. 이 중대 임대료 3 

가정 용품은 없어야합니다 임대료 지불 결정 또는 식탁에 음식 넣기 카운티의 4 

강화 그는 빅 모라 토리움이 도와 줄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 용품 5 

낙상에서 그들을 만나고 지키십시오 노숙자 속으로. 추가 지원에 대한 추가 6 

집주인으로서의 임차인, 통과 한 관리자 보드 무료 모션 관리자 HAHN에 의해 7 

인증 어느 것이 렌탈을 설립해야 하는가 입주 지원 프로그램 필요한 것. 나는 8 

운동을 감독관은 우리가 우리 모두를 도울 수있는 일 재산 소유자 및 센터. 9 

이 렌탈 어시 스턴스 프로그램 연방 기금 AG를 활용합니다 필라델피아와 함께 10 

주문을위한 개인 달러 랜더 드 임차인은 현재 현재 임대. L.A. 카운티 개발 11 

권위는 30 일 후에 돌아올 것이다 권장 프레임 워크 렌탈 지원 프로그램. 12 

그리고 나는 재산 소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업체 무거운 짐을 운반 13 

마지막 몇 주와 윌 이를 통해 계속 진행하십시오 위기. 나는 당신이 알고 14 

당신을 돕기 위해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발표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15 

카운티의 파트너쉽 골드만 삭스와 커뮤니티 재투자 자금 제공 할 수있는 $ 15 16 

백만 PAYCHECK PROTECTION PROGRAM 사업에 사용 가능한 대출. 전통없는 17 

비즈니스 신용 또는 은행 관계 또는 지불 할 수없는 PAYCHECK PROTECTION 18 

프로그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 시작합니다 오후 1시 에 19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십시오 사업과 노동자 재해 센터 웹 20 

사이트 도움말 LACOUNTYCENTER.ORG. 이번 주 월요일에 L.A. 카운티 개발 21 

권위는 또 다른 시작 릴리프 패키지는 사업 회복 대출 프로그램. 이 22 

프로그램은 최대 비즈니스 커버를 돕기 위해 $ 20,000 직원 페이롤, 아픈 23 

시간, 작동 및 뛰어난 비즈니스 비용.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는 반드시 통일에 24 

위치한 커뮤니티 또는 특정 커뮤니티 연방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개발 블록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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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트 프로그램. 카운티는 또한 A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경제 릴리프 1 

프로그램 발사 될 사업을 위해 다음 주에. 그리고 어제, 우리의 사업과 2 

소비자 A는 시작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예측 방지 서비스 재산 소유자 및 3 

15 세 이하의 랜더 드 단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카운슬러는 재산을 도울 수 4 

있습니다 COVID-19 작품의 영향을받는 소유자 그들의 대출자들과 함께, 1) 5 

보안 포용 계획, 감소 또는 지연 지불, 2 (재 설립 누락 된 상환 계획 지불 6 

또는 혜택 대출 수정 또는 5 개 탐험 대출 프로그램 니콜. 카운슬러도 함께 7 

도울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만 사항 시, 주, 카운티 및 연방 모라토리엄. 8 

이것들에 관한 정보 약자 예방 서비스 우리의 경제 릴리프로서 재산 9 

소유자를위한 프로그램 사업은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의 사업과 노동자 10 

재난 지원 센터. 이러한 자원에 액세스하려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1 

LACOUNTYHELPCENTER.ORG OR BY 전화 833-238-4450. 결론적으로, 우리 12 

카운티 부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우리 13 

모두에게 가능한 지원 카운티 비즈니스 및 거주자 그리고 나는 이것이 14 

필요하다 멋진 IT 지원 밖. 다음으로 소개가 영광입니다 박사. 바바라 페라르 15 

건강 담당 이사.  16 

 17 

 박사. 바바라 페라 : GOOD 애프터눈, 모두 감사합니다. 관리자 SOLIS 및 18 

전체 보드 보호를위한 관리자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 이 동안 ANGEL EVEN 19 

OL 'S 전례없는 시간. 나는 우리를 당신을 업데이트하려고합니다 현재 상태로 20 

시작 우리가보고하는 슬픈 소식 오늘 추가 42 사망. 다시, 이것은 지금있을 21 

것이다 우리가 사망 한 최고 사망자 수 하루 종일보고되었습니다. 지나간 22 

사람들 24 명 65 세 이상. 그리고 있던 사람들 중 13 명 통과 한 65 세 23 

이상 건강을 숨기고 정황. 11 사망 한 사람들 41과 65, 7의 시대 41 세의 24 

사람들 65 세의 건강 상태 정황. 사망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음 18 세가 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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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40 세,이 사람도 건강 상태 조건. 이것은 알림입니다 사망률이 1 

높을수록 나이가 많은 사람들 누가하지 말아야합니까? 건강 상태, 모든 사람 2 

에이스, 사실, 통행 가능 COVID-19에서.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3 

않습니다 그들이있는 6 가지 사례 긴 도시에 의해보고 3 명의 추가자가있는 4 

해변 죽음과 도시 패서 디나, 또한 세 추가 사망. 이 수치는 L.A.에서 5 

402에 죽음 군. 그리고 우리의 사망률 COVID-19는 3시에 유지됩니다.8 6 

PERCENT. 레이스가 열리는 330 명의 사망자 그리고 민족은왔다 확인, 15 % 7 

지나간 사람들  아프리카 계 미국인, 17 명 34 세의 아시아 인은 라틴계 인 8 

31 퍼센트는 흰색이고 2 %는 다음과 같이 식별됩니다 다른 인종 및 / 또는 9 

민족성. 그리고 나는 우리가 패턴을 계속 살펴보십시오 불균형 사람들의 총 10 

수 우리의 인구는 총 폴 수 언약의 죽음 -19. 잃어버린 사람 모두에게 11 

COVID-19의 가족 FREANDZ 당신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매일기도하십시오. 12 

나는 당신의 손실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모든 13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보고 472 마지막 48 개 이상의 새로운 14 

사례 시간. 우리는 1,142 개의 새로운 IF를보고했습니다 사례. 총 케이스는 15 

10,496 개입니다 아 크로스 L.A. 군. 이 사례에는 363 개의 사례가 16 

포함됩니다 우리가보고 한 것 긴 도시의 파트너 보고 된 해변과 179 개의 17 

사례 패서 디나시 도시에는 독립적 인 건강이 있습니다 부서. 우리는 18 

또한보고 28 사람들 중 확인 된 사례 홈리스 경험하기. 중대한 것은 보호받지 19 

못했습니다. 거기에 여섯이있다 보호자. 그리고 그들은 적절하게 격리되고 20 

가까운 연락처가 있습니다 격리 됨 : 6 명 보호됨, 3 명 보호됨 같은 21 

시설에서. 우리는 또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사람 노숙자 22 

상태, 누가 조사 대상자 또는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격리 23 

시키십시오 노출. 그리고이 사람들은 또한 이에 서 격리 또는 격리 특정 24 

시점. 2, P 704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 필요한 이 병원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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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하십시오 모든 사람의 26 명 긍정적 인 진단 된 ADDS 코로나 19. 1 

1,501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한 COVID-19에 대한 2 

긍정적 인 진단. 사람들의 31 퍼센트 병원에 입원 한 오늘 중환자 실과 19 3 

사람들의 비율 오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인공 호흡기. 업데이트 된 보고서를 4 

볼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사례 건강 웹 사이트. 그게 다야 5 

PUBLICHEALTH.LACOUNTY.GOV. . 우리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205 6 

인스트루먼트 설정 최소한 하나의 확인 된 사례 코로나 19. 이것은 7 7 

추가입니다 어제부터 조사. 여기에는 양로원이 포함됩니다. 관련 생활 시설, 8 

보호소, 치료 센터, 지지적인 생활과 교정 시설. 총계 확인 횟수 기관 설정의 9 

사례 IS 1,764입니다. 여기에는 직원 모두 포함되며 거주자. 940 가지 사례 10 

중 거주자 및 824 명 직원. 그리고 나는 133을보고 슬픈 거주 한 거주자 11 

기관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이 기술은 요양원 및 지원 생활 12 

시설, 통과했습니다 COVID-19에서 떨어짐. 이 대표는 33 %의 우리의 모든 13 

죽음. 우리는 추가로 할당했습니다 공공 보건학과 우리의 지원을 늘리는 직원 14 

요양원 및 지원 생활 시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팀을 할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15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은 적절한 PPE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 16 

우리는 또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제공자와 함께 사이트 수를 늘리려면 17 

COVID-19 포지티브를 제공 할 수있는 독점적으로 필요한 환자 기르기 간호에 18 

상주 시설 또는 중급 치료 시설. 우리는보고 70 확인 어떤 경우에 발생했던 19 

경우 교도소 시설의 요점. 이것은 15 명과 직원 55 명입니다. 보안관의 20 

사무실은 그들의 시설에 대한보고 현재 13 개가 있습니다 테스트 한 정보 양. 21 

나처럼 두 가지 추가 정보 어제 복구되었습니다. 35 개의 정보가 22 

격리되었습니다. 우리의 603 명 교도소가 격리되었습니다. 주에는 34 개의 23 

사례가 있습니다 PRISONS. 이것은 23입니다 직원 수와 11 명 중. 그리고 24 

우리는 우리의 네 가지 경우를 중심으로합니다 청소년 시설 및 그 직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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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입니다. 우리는 목록을 게시 확인 된 케이스가있는 기능 우리 웹 1 

사이트에서 모든 직원에게 통지 가족 및 거주자. 우리는 계속 볼 것입니다 2 

불행히도 살고있는 사람들의 수 우리의 기관 환경 설정 감염되었으며 또한 3 

제공하는 사람들의 수 사람들을위한 서비스 이 시설에 거주합니다. 직원, 4 

많은 FL 사람 건강 관리 종사자, 광석 보조 직원. 우리는 누구에게나 5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기 위해 다시 일하다 기관에서 퍼짐 설정. 이 작업은 6 

작업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주자 중 다수가 가질 수 7 

있음 건강 상태 조건.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시리 프스 부서는보고 32 직원 8 

중 긍정적 인 사례. 432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격리 및 직원 250 명 돌아올 9 

수있게되었습니다 작업.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화재 부서는보고 16 직원 중 10 

긍정적 인 사례, 17 그들의 고립 된 사람들 가정, 3 아픈 사람 그리고 11 

격리와 13 명 작동하도록 복귀했습니다.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리 프 12 

빌라누에바 추적을위한 최고 운영 체제 이 데이터를보고합니다. 오늘 나는 13 

그것을보고 행복합니다 67,000 명 이상의 사람들이 테스트 및 결과가보고 됨 14 

LA에 COVID-19의 카운티. 그리고 나는 이것들에 주목하고 싶다. 우리가 15 

누구를위한 지 전자 랩 기록. 이 모든 포크의 11 % 누가 평가를 받았 는가? 16 

그리고 어제 언급했듯이, 우리는 지금 겟팅 완료 부정적인 사례의 백 로그 17 

통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보고. 새로운 테스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번 18 

주에 개설 중입니다. 오늘 3 일.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19 

증상에 대한 테스트 용량 어디서나 사는 사람들 군. 나는 시험에 주목하고 20 

싶다 숫자, 우리는보고 만 확인 된 데이터 전자 랩을 통해 보고 시스템. 21 

그러나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긍정적 인보고를하는 사람들 케이스와 22 

네거티브 케이스. 그리고 이것들은오고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실험실 미국에 23 

신고 할 수있는 기능 전자 랩을 통해 보고 시스템. 그래서 몇 가지 긍정적 인 24 

견해가 있습니다 매일 줄 지어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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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주목하고 싶다 우리의 일부 차이 1 

숫자, 그리고 우리 때문에 정말 정확한 정보를 원합니다 실험실 테스트 번호. 2 

그리고 그 숫자는 우리는 통해 전자 실험실 보고서. 나는 잠시 얘기하고 싶어 3 

복구에 대한 정보 L.A. 에서처럼 군. 어제 언급 한대로 특정 전략이 4 

있어야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한대로 건강 관리 주문, 안전 5 

한 달에 집에서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 주문의 안전은 6 

완화를위한 중요한 도구 우리의 바이러스 확산 지역 사회와 그것이 실제 7 

연습에 대한 미국의 허락 스프레드를 늦추기 위해 파기 와서 사람들을 예방 8 

감염된. 그리고 나는 모든 역할에 감사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9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물리적 분리 요구 사항 그리고 많은 달에있는 10 

지시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하려고하는 것 우리의 일원으로 일하기 회복은 11 

우리의 방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있다 다시 12 

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하고 싶다 우리가해야 할 중요한 노력 퍼짐이 13 

느리게 퍼짐 바이러스. 그리고이 관계는 크게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음 그들이 14 

할 수 있도록 감염 폐쇄 및 격리 확인 누구에게 연락해야합니까? 건강 격리. 15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다음 몇 지점에서 몇 가지 휴식을 취할 수있는 16 

주 지역 사회 완화의 우리는 건강을 요구했습니다 임원 주문, 우리는 17 

있어야합니다 우리의 오염을 계속할 수있다 측정 및 강도 우리는 사실에 따라 18 

새로운 출처 파악 즉시 감염, 격리 감염된 사람 그들의 닫히기 연락처는 19 

격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COVID-19의 확산을 피합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서. 20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알고있을 때 미래 비즈니스를 열 21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에 주목하고 싶다 매우 다름. 물리적 분리는 여전히 22 

유효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십시오 회복. 그리고 나는 몇 가지 예를 23 

들어보고 싶다 이것처럼 보이는 것. 더 많은 소매점들이 열릴 것입니다 24 

근처의 어떤 지점에서 미래. 그러나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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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많은 것을 유지할 1 

수있는 사람 자신들 사이의 거리, 다른 사람들이 있고 직원. 우리의 예술과 2 

문화 사이트는 어떤 시점에서 다시 시작 그러나 미래의 이벤트는 투기자 무료 3 

및 독점 바이오스 다시,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산, 의미 더 적은 사람들이 4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설치. 그리고 여행과 5 

자전거 그들이 할 수있을 때의 길 다시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6 

유지할 수있는 일방 통행 하나의 물리적 거리 다른. 그리고 당신은 섹션에서 7 

볼 수 있습니다 손처럼 제어 실습 세탁, 옷입기 덮개와 물리적 모든 지역에서 8 

필요한 배포 우리의 공공 장소 및 공간 우리가 할 수있는 일 스프레드를 9 

유지하고 느리게합니다. 당신이 볼 수있는 일부 장소 사람들이하는 일 그들이 10 

있기 전에 온도 측정 기능 입력 사람들은 열이 나고 증상이 없음. 우리가 11 

공유하는 우리의 목표 당신은 많은 사람들로 받아 들여야합니다 가능하면 다시 12 

작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확실히해야합니다 우리가하는 방식으로  13 

PRO는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직원, 고용주 및 고객. 나는 또한 당신을 14 

업데이트하고 싶습니다 SEROPREVALENT 연구 그 언급 된 마지막 주. 성인 15 

1,000 명의 무작위 표본 L.A.에 거주 카운티 COVID-19 마지막 주에 대한 16 

테스트 항생제 테스트 사용. 그리고 그것은 또한 지질 테스트. 이것은 매우 17 

다릅니다. 사람들이받는 시험 긍정적인지 판단 COVID-19의 부정적. 이 항체 18 

검사는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탐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를 19 

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긍정적 인 사람 코로나 19. IT가하는 일 IT 측정 20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제. 그리고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개인의 신체가있는 곳 21 

에 대한 답변을 이미 마쳤습니다. 바이러스. IT에 유용한 정보 제공 많은 22 

사람들이 어떻게 지 냈는지에 대하여 마지막 몇 달 동안 감염 L.A.를 통한 23 

월 군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기록 아 S 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할 24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설문 조사 대략 3 주마다 여름을 통해 마지막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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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한 우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 감시자를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일부 1 

데이터 수집 전략 우리의 더 취약한 커뮤니티 및 일부 타겟팅 해당 그룹의 2 

연구 건강 관리와 같은 더 높은 위험 직원, 최초 응답자, 직원 간호 간호원 3 

및 거주자 시설 및 생활 및 다른 단체에서 일하기 설정. 이 정보는 우리를 4 

도와줍니다 공생 법 이해하기 19 쇼업-COVID-19 쇼업 우리 지역 사회에서 5 

그러나 그것은 누구인지 미국 진단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COVID-19에 대한 6 

긍정적 특정 시점. CERTAINOLOGY 테스트는 없습니다. 없음, 지질 테스트, 7 

없음 사용을 위해 FDA에 의해 승인 됨 진단 도구로. 그래서 당신이 당신과 8 

이야기 할 때 공급자, 당신은 결정하기에 적합한 테스트 바이러스의 존재 9 

여부 이 신체에 존재하는 현재 당신이 시간에 포인트 증상. 그리고 그가 10 

몰랐던 몰 모든 것이 제공되는 테스트 많은 테스트 사이트- 분자 테스트. 11 

사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제공하는 내용 당신은 지질 테스트, 집에서 항생제 12 

검사. FDA 승인 홈이 없습니다 항체 테스트.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13 

있습니다 그곳에. 그것은 약간의 비트입니다. 이 시점에서 게임을 14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당신이라면 모두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FDA 15 

승인 테스트 및 IF가 아님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16 

결정을 내리는 사람 시험을 받아야합니다. 제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17 

거짓으로 마케팅 한 것   구실. 나는 테이크-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가 18 

필요로하는 모든 단계 확산을 늦추십시오 코로나 19. 그리고 나는 또한 19 

당신과 함께 우리의 회복을 시작하기를 걱정하다 계획. 나는 당신에게 20 

감사합니다 당신은 집에 머무르고 있어요 물리 분포 실습, 옷입기 커버링 및 21 

자체 격리 그리고 자기 평가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22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에서 생명이없는 곳 23 

COVID-19로 인해 변경되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희생 정말 쉽게 계산할 수 24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안다 사랑하는 사람. 일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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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왔다 극단적으로 아프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1 

직업. 일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비즈니스를 닫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2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새로운 임무 원격을 통한 자녀 배우기. 3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살아야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매우 산다.  4 

 5 

 조셉 니 치타 : 감사합니다. 박사. 페러. 애프터눈, 모두 다시. 내 이름은 6 

JONICCHITTA이고 소비자의 디렉터 비즈니스 복장. 나를 인정하게하십시오 7 

혼란, 과일, 암 경외심을 품다 힘-당신이 느끼는 불안 집주인 또는 8 

임차인으로서 COVID 9 전염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났다 짧은 9 

시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 대응하는 정부  감염병 10 

세계적 유행. 환경을주고 매우 풀리는 것들 빠르게. 저의 헌신을 다시 11 

생각하게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제공하는 카운티 가장 최신의 정보 및 고용주 12 

취할 수있는 정확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한 단계 그리고 이해 규칙 13 

변경. 나는 다시 두 번 돌아 가려고 해요 감독관의 학생 SOLIS 언급 및 A 14 

획득 디퍼 다이빙의 약간의 비트. 어제, 이사회 슈퍼 바이저가 자리에 새김 15 

목사와 청소년을위한 규칙 모든 규칙이 적용됩니다 거주 및 상업 임차 및 16 

모든 모바일 홈 공간 센터 카운티 전역 도시가없는 한이 도시는 도시가없는 17 

큰 큰 이미 자신의 행동을 채택 함 모라토리엄. 도시에 살고 있다면 이미 18 

추방을 했음 대신에 모라토리엄, 우리는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규칙을 변경. 19 

우리는 그것에 추가하지 않을거야 혼동. 35 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미 배상을 20 

받았습니다 장소에서의 모라토리엄. 우리는 우리의 목록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21 

당신을 줄 것이다 웹 사이트 내 말의 끝. 내가 말하는 규칙 오늘은 적용되지 22 

않습니다 당신이 도시에 살고 있다면 이미 배상을 받았습니다 장소에서의 23 

모라토리엄. 수퍼바이저 이사회  모바일 홈 스페이스 센터 그들이 할 수 없기 24 

때문에 추방 COVID-19로 인해 임대료 또는 COVID-19 경직. 여기에는 저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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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포함됩니다 브릭시 길. 저장 장치가 있거나 귀하는 스토리지 1 

회사입니다. 모라토리엄은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규칙은 세입자로부터 보호 2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추가 승인되지 않은 탑승자 또는 애완 동물 코로나 19. 3 

예를 들어 돌보는 경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또는 하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4 

애완 동물 자체 격리로 인해 COVID-19,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가 인정한 5 

이유 VIXZ. -제의. 규칙은 길을 표준화 임차인은 랜더 드와 금지 다른 6 

종류의 통지. 늦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또는이자 또는 관련 미지급 7 

임대료 모라토리엄. 동안 발생했습니다 운동량과 모든 길 상환 기간을 통해. 8 

카운티의 통합을 위해 당신이 살지 않는 지역 만 도시 관할권 내에서 당신은 9 

카운티에 있습니다 통일 된 지역, 당신은 주제-그리고 당신은 카운티 10 

임대료에 따라 안정화 또는 모바일 홈 임대 안정법 그 자리에서 렌트 동결 11 

모라토리엄 엔츠. 랑 도르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이 시간 동안. 임차인, 12 

당신은 몇 가지를 가지고 적용 가능한 의무 규칙. 재정적 영향이 13 

있어야합니다 COVID-19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정적 영향은 소득의 실질적 14 

손실 시간 감소, 직업 손실 또는 주머니에서 특별한 의료 비용. 그리고 15 

당신의 재정적 영향은 COVID-19와 관련이있는 경우 IT COVID-19에서 결과 16 

진단, 비즈니스 폐쇄, A 공공 보건 질서, 손실 칠면조 또는 비슷한 이유. 17 

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장려됩니다 그들의 통지를 전달 랜더 드. 공상이 될 18 

필요는 없습니다 LETTERHEAD에 편지. 이메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목사님이 19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 모기지 관용 또는 사물 말아야 할 것. 그들의 20 

글을 쓰는 것 임차인이 그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증명하십시오. 21 

소비자학과 사업 분야는 A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증 양식. 이것은 웹 22 

사이트에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거주 임차인이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랜더 드 제공 양식 필수 통지와 함께. 당신이 작은 사업을하는 경우 10 명 24 

이하의 직원은 또한 자체 인증. 저에게 공통점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모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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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얻는 질문 시각. 이 의미 임차인은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1 

지불해야합니까? 정확히. 이것은 기권 기간입니다. 이것은 임대료가 아닙니다 2 

무료 기간. 임차인은 누구나 상환해야합니다 과거의 지불, 모든 과거의 지불 3 

대여, 실례합니다, 최대 12 명 모라토리엄 이후 달 기간이 끝났습니다. 4 

코스의 임차인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도록 장려 됨 모라토리엄 동안 5 

임대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상단에 언급 이 모라토리엄은 6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 A로 경제적 어려움 극복 언약의 결과 -19. 7 

당신이 아닌 경우 계속하십시오 임대 의무와 함께하십시오. 규칙이 얼마나 8 

오래 지속됩니까? 장소? SO 수퍼바이저 SOLIS 모라토리엄은 지금까지 자리에 9 

있습니다 5 월 31 일 최소 31 일까지. 이사회에서 연장 될 수 있음 10 

필요하다면. 그리고 기간은 3 월 3 일. 그리고, 물론 과정 관리자 SOLIS 11 

언급, 우리 많은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제 건전성 랜더 드, 잘 카운티 12 

발표 된 관리자 보드 어제 렌터카 지원 두 가지 모두를 돕는 프로그램 임차인 13 

및 임대인 임대료 그리고 동안 비용 모라토리엄 기간. 소비자학과 비즈니스 14 

공간도 있습니다 기존의 확장 다음을 충족시키기위한 프로그래밍 A를 향한 15 

란도 재정적 경직 또는 불가능 동안 임대료를 수집하려면 모라토리엄 기간. 16 

15보다 적은 수의 랜더 드 단위-실례합니다 15 세 이하 부대과 소비자 및 17 

비즈니스 공간 A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예측과 도움 귀하가 수정 18 

한 경우 COVID-19 관련 경험하기 경제 건전성 또는 소득 손실. 집주인과 19 

임차인 결제 계획 수립 팩 렌트가 가장 좋습니다.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20 

그리고 둘 다를위한 행동 코스 목사와 임차인 따르다. 소비자학과 사업 21 

영역은 중재 재구성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우리는 톤을 법원과의 중재 법원 22 

폐쇄 및 감소, 우리는 중재자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제공 할 수있는 23 

촉진 된 토론 랜더 드 및 임차인이 해결 분쟁과 보수 상환 자귀. 이 이점을 24 

활용하십시오 A를 가질 수있는 기회 자발적인, 당신과의 토론 임차인 또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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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LANDERORDS 발생할 수있는 몇 가지 문제 해결 경험하기. 임차인 인 1 

경우 이 말에서 결심으로 위협하는 종말 시간은 미국과 접촉하십시오. 바로 2 

미국과 접촉하십시오. 상담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우리 상담을 도와 드릴 3 

수 있습니다 권리 또는 귀하의 의무 코스의 상담은 항상 비어 있는. 당신이 4 

랜더 드이고 당신이라면 귀하의 권리에 필요한 정보 아니면 당신은 금융에 5 

직면 다시 한번,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소비자 및 비즈니스 공간. 우리는 6 

콜센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일. 우리의 통화는 7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싱글 데이. 우리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8 

나라의 지원 미국에 제공 한 부서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 우리는 9 

토요일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는 시간 누가 우리에게 10 

연락해야합니까? 주말. 나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오늘의 정보. 간단하게 11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다운되었습니다. 많은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12 

드리겠습니다 전화 번호 및 웹 사이트 감독자 SOLIS 또한 우리의 L.A. 13 

카운티 재난 지원 센터. 이것은 당신의 원 스톱 쇼핑입니다 랜더 드 및 14 

임차인 문제. 내가 오늘 언급 한 모든 것은 검토를위한 온라인. 그리고 15 

우리는 당신을 통해 당신을 걷고 있습니다 전화로 모든 질문 네가 가진. 16 

도움을위한 전화 번호 센터 833-238-4450. 웹 사이트 17 

LACOUNTYHELPCENTER.ORG. 랜더 드 / 임차인이 있습니다 단추. 버튼과 18 

그저 클릭 통해 당신을 통과합니다 랜덤 / 임차인 페이지. 그리고 당신은 19 

항상 할 수있는 과정 L.A. 방문 카운티의 생생한 웹 페이지 20 

COVID19LACOUNTY.GOV. 이를 통해 저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21 

질문에 대한 준비.  22 

 23 

 운영자 : 물론. 레이디스와 젠틀 멘 시간을 묻는다면 질문 하나를 24 

눌러주세요 ZERO가 준수 함. 당신이 물어보고 싶은 경우 이번 질문은, 제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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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에서 다음 중 하나를 누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 온다 STEVE 1 

GREGORY에서 KFI 뉴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3 

 발표자 :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사람. 나는 MADAME 의자인지 4 

모르겠다 바 거가 있거나 MS 인 경우. 솔리스 답변과 같이, 나는 원했다 의 5 

많은 방법을 찾기 위해 카운티의 부서 비 필수로 분류 되었습니까? 6 

직원이있는 경우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돈? 그리고 모든 카운티 7 

행정관이 있다면 자발적인 지불금 인출 많은 영의 정신에 회사 및 기타 단체 8 

저장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적이있다 돈? 무엇에 비추어 볼 때 오늘,이 아침에 9 

자금 문제. 그리고 DR도. 페러, 나 물어보고 싶다 : 혼란스러워 모델링 및 10 

운영 방식 와 대화에 적용 박사. 루이스 어제 숫자에 대한 암시 모델에 11 

사용한 것 시작은 순전히 숫자와 그에 대한 이해 그는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12 

다시 모델링. 당신이 언제 알았 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모델링을 기대할 수 13 

있습니다 시스템이 제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결정이 어떻게 14 

움직이는가 앞으로 영향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단히 감사합니다.  15 

 16 

 SUP. 힐다 솔리스 : 그래. 여기 있어요 카운티 감독관 힐다 솔리스. 그리고 17 

나는 당신의 질문이 믿었다 직원에 대한 존중 실패 했습니까? 이 시점에서 18 

나는 어디에 있지 않다 그로부터 온 직원들 FURLOUGH 카운티가 있습니다 19 

놀랐습니다. 나는 우리의 많은 것을 알고있다 직원이 고립되어 있거나 그들은 20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광이라고 21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개인 그들이 있기 22 

때문에 재 할당 필수 노동자와 그들 시험에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23 

어디에있는 사이트 노인들에게 도움을 제공, 공동 식사 또는 그들 미국의 24 

신속한 지원 많은 지역에 대한 응답 특히 다루기 노숙자. 그래서 나는 우리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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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하고 싶다 일부 스텔라 작업을위한 직원 그들이하고있는 일. 나는 1 

우리가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2 

영향 예산. 나는 우리의 많은 것을 알고있다 부서 헤드가 작동 중입니다- 3 

나는 거의 4 시간을 말해야한다. 나는 24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 

하지만 당신이 할 수있는 말을 싫어 우리 부서의 머리를 말하십시오 매우 5 

강력하며 함께 일하기 필요한 경우 직원 리디렉션 우리가있는 곳으로 가도록 6 

도와주십시오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원.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7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매주와 한 달에 생각 우리가 8 

수익을 볼 때 앞서 그것은 판매 세를 통해옵니다, 재산세와 당신이 가진 것. 9 

그러나 미국 전체의 필요성 우리의 벨트를 조이십시오 그리고 카운티는 또한 10 

다음을 따릅니다 소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11 

 12 

 운영자 : 우리의 다음 질문 패트릭으로부터 온다 NBC4 뉴스. 진행하시기 13 

바랍니다.  14 

 15 

 발표자 : 대단히 감사합니다. DR에 대한 질문의 조합. 박사. 페러. 하나, 16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용이성의 가능성에 대하여 제한 사항이 17 

늦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표? 18 

그리고 당신은 또한 코멘트 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카운티와의 상담 새라 19 

멘토 퍼스트? 녹색 빛을 얻을 필요가있다 새라 멘토? 또는 당신은 카운티의 20 

S를 참조하십시오 이 개별적으로 움직입니까? 감사합니다.  21 

 22 

 박사. 크리스티나 할리 : 안녕하세요. 기독교 갈릴리입니다. 나는 마지막 23 

부분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전 질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4 

우리는 대답합니다 당신이 제기 한 질문. 이전의 질문들, 마지막 부분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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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나는 그 이름을 잡지 못했다 당신이 입은 특별한 모델 그러나, 1 

그러나 존중 데이터를위한 카운티 모델 우리는 마지막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2 

모델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출시 예정 그것에 관한 슬라이드와 새로운 3 

데이터 금요일마다 모델.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초. 그리고 우리는 4 

계속합니다.핑 토스 사용 가능한 숫자 공공학과 잘 건강 EMS 대행사. 질문의 5 

두 번째 부분 그 정보에 대해 사용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6 

설명되었고 주지사에 배치 어제 프레임 워크와 나는 알고있다 지역 공공 보건 7 

박 사실 페러 리더십은 매우 유사했습니다 프레임 워크, 능력 건강 관리 8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환자 수는 주지사의 요인 뼈대. 6 가지 9 

특징이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용 약관에 10 

명시됩니다 을 얻을 수 있음 물리적 거리 측정 및 가정에서의 안전 조치 11 

효과에 투입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인자. 우리가 할 다른 12 

것들이 있습니다 약관의 계정에 참여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 반복을 13 

돕기 위해 할 수있는 것 사회와 사람들을 사귀는 것 공개로 돌아갑니다. 14 

그러나 특별히 그 모델 결과와보고 건강 관리 시스템의 능력 사례를 15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열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요소 16 

에서. 우리는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질문, 그럼. 그냥 한 것이었던 것 물었다.  17 

 18 

 박사. 바바라 페라 : 예아, 바바라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많은 19 

감사합니다. 나는 단지 주목의 대상에 가고있다. 우리는 매우 밀접하게 20 

일합니다 새크라멘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이건 아니야 아마도 어디에서나 21 

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 잘 조정 된 22 

상태. 그러나 모든 카운티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 한 상황 및 고유 23 

상황.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일하고 모든 것을 24 

이야기합니다 파트너와 함께하는 하루 상태 수준 및 기타 카운티에 따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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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우리가 이해하는 방법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하고 있다고 1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하고 있는지 시도하고있는 카운티 회복을위한 계획 2 

우리가 얻는 모든 데이터 사용 안내하는 날,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다 3 

시간의 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긴장을 풀기 시작하십시오 사회적 분리 중 4 

일부 요구 사항 및 일부 폐쇄에 대한 요구 사항? 우리 모두는보고 싶어한다 5 

사람들이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우 기분이 나쁘다 우리가 6 

겪은 노력에 대한 희망 실제로 만들어진 날짜 차이. 그들은 실제로 느려 7 

확산. 그래서 나는 모두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우리는. 당신은 알고 8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적입니다 아마도 중간 정도의 5 월 말 문자 우리가 둘 9 

수있는 시간이되다 우리를 허락하는 대신에 휴식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려면 10 

일부 건강 관리 책임자 명령. 우리는 지금부터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11 

그때까지, 정말로, 정말로 우리의 데이터를보고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12 

인식 제 우리가보고있는 것에 의해 주도 각 나라마다 다시, 우리는 최고를 13 

만든다 행동에 대한 결정 사는 모든 미국의 안전 여기에서 일하십시오 군. 14 

그리고 우리는 다음을 할거야 질문.  15 

 16 

 운영자 : 우리의 다음 질문 KNX 뉴스와 함께 CLAUDIA에서 제공 라디오. 17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8 

 19 

 발표자 : HI. 바바라 나는 당신이 원한다면 모든 예비를 제공 할 수 있음 20 

첫 번째 라운드에 대한 결과 항생제 테스트? 내 이해가 있었다 다음에 의해 21 

예비 결과가되어야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총 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22 

카운티 직원의 수 테스트 된 긍정적?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모든 사망과 방법 23 

격리와 검역? 퍼센티지가 무엇인가 카운티의 노동력? 또한 A의 언급이 있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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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경우가있는 대피소. 그렇게 여겨야 할 것은 발생. 보호소를 알고 1 

싶어요 그건. 감사합니다.  2 

 3 

 박사. 바바라 페라 : 물론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UNION입니다 구조 임무. 4 

그리고 실제로 PWE는 작동했습니다 그들과 매우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5 

어제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 인 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 

확실히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절하게 격리 및 격리. 앤디 베일에게 7 

감사하고 그의 팀. 당신은 알고있다, 그것은 정말로 크다 피난처. 그리고 8 

그들은 많이 만들었습니다. 확실하게 시도하기위한 조정 모든 사람이있는 곳 9 

안전한. 카운티에 관한 다른 질문들 직원, 당신은 알고있다, 나는 모른다 10 

실제로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카운티 직원을 추적하십시오 양. A에서 11 

노출 된 경우 작업장, 그렇다면 그 감독자와 그 부서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12 

특별한 경우에 대하여 몇 가지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A에서 가져와야 할 작업 13 

현장.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노출되지 않았다 그들의 14 

일에 노출 된 사람 어떤 경우에는 사이트가 아닌지 그 정보가 있습니다. 15 

그리고 그것은보고 될 수 있습니다 갈라져.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의료 정보 16 

공개 그들이 사실 일 때 문제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방법은 17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아픈 시간, 동부 표준시, 18 

그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 인 사례입니다 코로나 19. 19 

당신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에 대한 실제 번호. 나는 카운티처럼 20 

말하고 싶다 다른 모든 사업은 매번 모든 것을 보호하기위한 노력 여기에 21 

직원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든 주문과 격리 및 검역 준수. 감사합니다. 22 

아, 예비 결과. 예. 좋은 질문입니다. 예비 결과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3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되기를 24 

바라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나 금요일을보고 할 수 있음 일부는 월요일 우리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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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고있는 정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수집 지질학 테스트. 그리고 우리는 1 

다음을 할거야 질문?  2 

 3 

 SUP. 힐다 솔리 : 다음 질문?  4 

 5 

 운영자 : 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KTLA와 매드 베스 귀하의 라인은 질문에 6 

열려 있습니다.  7 

 8 

 발표자 : 오,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9 

수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싶었어 설명. 사람들은 입어야 할 필요가있다 10 

외출시의 위험 운동? 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 그래서 나는 언제 11 

명확하게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입어야 할 곳 그들. 또한 나는 만약 12 

그렇다면 대학에서 모델 워싱턴, 우리가하는 말 피크를 보러 가다 금요일의 13 

병원 화 월요일 사망. 그 모델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14 

우리는 국가 권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한 기간으로 모든 것이 15 

종료되었을 때. 나는 L.A.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군 그때까지는 다시는 16 

철회하지 않아야한다 주가 다시 시작 되나요?  17 

 18 

 박사. 바바라 페라 : 예아,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당신은 19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주지사의 주문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완전한 상태와 20 

그의 마감일은 마감일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생각, 데이터 21 

정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정과 IT는 정말로 내가 말한 것 일찍이. 우리는 22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와 다른 나라 회복 계획에. 그러나 당신은 23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지사의 밑에 있습니다 명령. 24 

의미합니다. 주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카운티를 위해 특별합니다 사실, 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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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야 할지도 모른다 주지사의 주문보다. 그러나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1 

없습니다 주지사의 모든 주문 주지사 휴식의 사전 그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2 

국가로 운영하는 미국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집행 명령에 충실 그 3 

자리에 있습니다 해체. 나는 네가 나에게 물어 본 것을 좋아한다. 얼굴에 4 

관한 질문 덮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문은 효과가있다 광야. 주문에는 5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L.A.에서의 생활 카운티-그리고 나 긴 해변과 패서 6 

디나 건강과 건강 관리 담당관 비슷한 명령을 내 렸습니다. 당신이 있다면 7 

그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 필수 비즈니스, 당신 고용주가 귀하를 8 

제공해야합니다 사용 중 얼굴을 덮으면 당신의 일과 관련된 일 당신은 다른 9 

사람과 연락 직원 및 / 또는 공공의. 그것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10 

일반 대중이 원하는 필수 입력 또한 우리의 사업을 커버해야하는 사업 얼굴을 11 

가진 코와 우리의 입 우리를 위해 명령을 취하다 이 두 가지로. 그리고 12 

고마워, 그 얼굴 덮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호흡기 질환에서. 다시, 13 

이것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우리가있는 사업 가능한 14 

한 마음의 서로를 보호하고 특히 보호 가는 필수 직원 우리가 할 수있는 매일 15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활착. 나는 그 사실에 16 

주목하고 싶다 L.A.에 대한 주문 군. 그리고 우리는 아주 분명해졌습니다 17 

당신이 자신의 외부에 있다면 당신의 뒤뜰에서, 당신은하고 있습니다 고독한 18 

산책, 당신은 독방 실행, 당신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하지 19 

않습니다 당신은 그 얼굴에 넣어 얼굴 때문에 덮기 덮개는 다른 사람을 20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연락하는 사람들. 라이딩을하려고한다면 우리의 21 

버스 또는 기차, 당신은 장소에 가고 그리고 다른 곳에있는 공간 사람들, 그 22 

얼굴에 바르십시오 피복. 가능한 O는 감각을 만든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23 

있습니다 전원을 켤 때 그러나 당신이 모두 자신이라면, 당연히 당신은 24 

그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지만 당신은 아니에요 다음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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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합니다. 상황. 그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질문을할까요? 1 

오, 죄송합니다. 실제로 박사. 할리가 대답합니다 모델링에 관한 질문.  2 

 3 

 박사. 크리스티나 할리 : 안녕, 그냥 간단하게 모델링 질문, 우리가하는 4 

슬라이드 금요일에 갔다 카운티 및 지역에서 사용 가능 디.H.에스. 웹 5 

사이트와 당신은 볼 것이다 그 점이 무엇과 다른가 워싱턴 대학교 내가 다시 6 

보여준 모델은 금요일에 있었던 피크. 우리가 개발 한 모델 현재지도를 7 

표시하지 않습니다 몰두, 그게 다야 우리가 추가 할 뭔가 미래의 IT로; 8 

차라리, 총 ICU 침대 수 인공 호흡기 용량 및 IT 표시 거기에 9 

변화가있었습니다 물리시 커브 분리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선포 된 효과 모양에 10 

미치는 영향 커브, 그러나 TRAJECTORY 커브는 여전히 서서히 상승. 그래서 11 

우리는 아닙니다. 같은 피크를 보여주는 워싱턴 대학교 보여 주었다. 내가 12 

이전에 언급 한대로 우리는 그 숫자를 업데이트 할 것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 13 

세트 금요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  14 

 15 

 운영자 : 우리의 다음 질문 LA와의 말로 니 메이슨 출신입니다. 타임스. 16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요. 귀하의 라인은 질문에 열려 있습니다.  17 

 18 

 발표자 : 감사합니다.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 페러. 첫 19 

번째는 정사각형 케이스 주변의 정보 건강 관리 종사자. 그것을 얻을 수 20 

있을까요 기관의 이름 이 감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21 

그리고 다른 기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공생 관련과 관련하여 의료 지원 22 

운영, 조심스럽게 꺼낸 어제 비상 사태 운영 센터, IT 안전 DOCKWEILER RV 23 

PARK 위치 IT에 ZERO 클라이언트가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있다면 24 

정말 놀랍습니다. 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특별한 위치. 감사합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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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사. 바바라 페라 : 예아, 정말 고맙습니다. 따라서 DOCKWEILER는 2 

폐쇄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사람 열렸습니다. 예, 3 

그렇습니다. 제로 환자가 있습니다 DOCKWEILER. 우리가 있던 모든 사람들 4 

DOCKWEILER가 다른 사람 중 하나로 전환 검역 및 격리 시설. 그래서 우리는 5 

더 많은 것을 열었습니다 시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6 

서비스의 종류와 지원 다른 시설. 해당 사이트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7 

주변 : 나는 주변에 정보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 종사자 COVID-19의 테스트에 8 

의한 긍정적 그들의 이름 또는 사이트 시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9 

않다 정보.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해야합니다 문제를 찾는 방법 건강 10 

관리 종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지 11 

않음- 더 많은 정보 의료 종사자, 유형 건강 관리 직원이하는 일 하고있는 12 

노출과 노출 우리가 그것을 사로 잡은 것보다 시설별. 그러나 나는 당신의 13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 팀으로 돌아 가기 우리가 다음에 할 때 건강 관리 14 

종사자 보고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볼 경우 우리는 줄 방법을 15 

알아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나는 우리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하지 16 

않는다 시설별로 수행합니다. 하지만 난 당신이 무엇을 가정 알아내는 것은 17 

어디에 있나 또는 돌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은 수 18 

있습니다 문제 이해 갈라져.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지금?  19 

 20 

 운영자 :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OLGA에서 온다 로스 앤젤레스에서 21 

매일 그레고리 뉴스. 잠시만. 귀하의 라인은 질문에 열려 있습니다. [침묵.]  22 

 23 

 SUP. 힐다 솔리스 : 앞서 가십시오..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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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AND, OLGA, Your 질문에 대한 LINE이 열립니다.  1 

 2 

 발표자 :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에게서 왔는가 집에서 출산하기 그들은 3 

새로 태어난 것을 두려워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 병원. 그리고 그것이 4 

우려된다면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어떻게 알고 가치있는 개인 5 

보호 장비입니다. 그리고해야 할 일 여성과 그들의 아기를 확인하십시오 6 

보호되어 있습니까?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7 

있습니다 로스 앤젤레스 유태인 홈 소개.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배웠습니다 8 

100 개 거주자 정보 테스트. 그리고 나는 있다면 다른 직원을 고용 9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많은 것을 시험 10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사람들? 감사합니다.  11 

 12 

 박사. 크리스티나 할리 : 안녕하세요. 기독교 갈릴리입니다. 나는 첫 번째 13 

질문을하고 그런 다음 박사에게 맡길 것입니다. 페러 두 번째 질문입니다. 14 

여자의 위치에 따라서 노동을 통해 갈 것을 선택하고 배달, 나는 처음부터 15 

의미한다 다만 그것이 명백하다 A 매우 개인적인 선택.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16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처럼 느낄 수있는 옵션 17 

의료진과의 상담 그들에게 적합한 전문가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 출생, 경험, 18 

모든 것을 의료 조건에는 다음이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과 19 

마찬가지로. 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병원은 20 

매우 엄격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 관리 지침. 그들은 엄격히 알고 21 

있습니다. 가장 엄격한 감염 중 언제 어디서나 제어 지침 그러나 시간이 22 

지나도 생생한 맥락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감시. 추가 프로토콜이 23 

있습니다 제자리에 놓인 공공 보건에 의한 지침 존중하는 부서 개인 보호 24 

장비, 오염 제거 및 청소 절차와 나는 알고있다 병원은 모두 매우 맹렬하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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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것들. 그래서 나는 BOMB 같은 느낌 선택과 욕망-여자 선택하고 1 

제공하는 것을 선호하십시오 병원 기반의 출생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그들은 항상 그렇게 할 수있었습니다 그들은 A에 대한 질문을하고 있습니다 3 

병원 투어, 많은 사람들 병원은 그들에게 그렇게 제공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4 

수있다 장소에서의 정책 및 절차 특정 병원에서 그들은 출산을 선택해야합니다 5 

에. 항상 좋은 기회입니다 병원에 대해 더 알아보기 그리고 무엇을하고 있고 6 

답변을 얻을 수있는 기회 질문을하고 받기 편안한 답변과 답변 것들로. 7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생각해야합니다 높은 신뢰도 건강 관리 능력 유지를위한 8 

병원 설정 감염 예방 및 제어 지침 및 보관 사람들의 안전. 그리고 그들은 9 

염려하지 않아야합니다 그들 또는 그들의 아기들 과도하게 노출되어야한다 10 

코로나 19. 나는 병원을 믿습니다 매우 안전한 장소 안전한 장소에 계속 노동 11 

포함하여 치료 받기 배달. 그리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박사. 두 번째 페러 12 

질문.  13 

 14 

 박사. 바바라 페라 : 물론입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합니다 L.A.에 대한 15 

질문 유태인 홈 그리고 거기에 있었는지 아닌지 대상 테스트가 있습니다. 16 

우리는 확인해야했습니다 시설. 나는 정직하고 싶다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17 

그들의 테스트. 우리는이 시설들에 박수를 보냅니다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18 

일부 시설 우리는 비상 사태가 있었고 테스트를 수행 할 수있는 기능이 19 

없습니다. 시설, 부서 사실, 건강 상태는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우리는있을 수 20 

있습니다 테스트. 그러나 나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엇에 대한 답변 21 

그들의 시험에서 일어나는 그 시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 가고있다 22 

스페인어 비고.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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