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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1051 West Bastanchury Road • Fullerton, California  92833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714) 870-2801 
  sscambray@fjuhsd.org 
 
직원,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 여러분께,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교육구는 지속적으로 Orange County의 공중 보건 

분위기를 적극 모니터하고 있으며, 2020-2021 학년도를 위한 학교들의 개학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 동안 저희 직원 및 학생들의 인내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Newsom 주지사는 2020년 8월 28일, 더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 Safer 
Economy)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청사진은 각 카운티에 COVID-19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졌는지 측정하고,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사례 비율 및 양성 
판정 등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색으로 표시한 단계별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운티별로 COVID-19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으며, 커뮤니티 확산의 정도를 바탕으로 각 
카운티는 다음 네 가지 색으로 표시되는 단계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 
보라색(광범위함), 빨간색(심함), 오렌지색(보통) 및 노란색(최소). Orange County는 현재 
빨간색 단계에 있습니다. 
 
카운티들은 보라색 단계를 제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자격을 갖추기 전에 최소 21일 
동안 해당 단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덜 제한적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각 카운티는 2주 
연속 해당 단계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주정부의 새로운 웹사이트는 지표를 
추적하고, 인터랙티브 지도와 각 카운티별 영업 중인 사업 분야 목록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음 링크를 사용하여 주정부의 새로운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VID19.CA.GOV. 
  
이러한 새로운 정보를 고려해,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 학교들의 안전한 등교를 재개하고 
직원, 학생 및 가족들에게 원격 수업에서 하이브리드 수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교육구는 2020년 10월 5일 이후에 등교를 
재개할 것입니다.  
 
본 교육구는 주정부, 카운티 및 지역 보건부의 지침, 명령 및/또는 당시의 지역 상황에 따라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전체 학년 기간 동안 다음의 수업 모델간 전환에 대비할 것입니다. 
 
2020/21 학년도 동안 학교 등교를 위한 3단계 계획 
 

● 1단계: 100% 원격 수업 모델(모든 학생들은 자택에 머물기) 
○ Orange County가 보라색(광범위함) 단계인 경우 및/또는 주정부, 카운티 또는 
지역 보건부가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린 경우 사용됨. 

○ 모든 학생은 자택에 머물기 - 모든 학생을 위해 원격 수업을 실시합니다. 

https://covid19.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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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실에서 출석 책임 
○ 일일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 
○ 철저한 참여형 과제 
○ 학생 및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소통 

● 2단계:  하이브리드 코호트 모델(코호트 A/B 및 C) 
○ Orange County가 연속 21일 또는 그 이상 빨간색 단계인 경우 사용 
○ 일주일에 2일 대면 교실 수업 및 일주일에 3일 자택에서의 수업(코호트 A 및 

B) 또는 5일 자택에서의 수업(코호트 C)을 받는 것 선택 
○ 각 교실에서 출석 책임 
○ 일일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수업 
○ 철저한 참여형 과제 
○ 학생 및 학부모와 정기적인 소통 

 

● 3단계:  100% 대면 교실 수업 모델(모든 학생) 
○ 캘리포니아 주 및 Orange County 지역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는 수업이 가능한 경우 사용 

○ 풀타임 대면 교실 수업 

본 교육구는 모든 단계에 대비할 것이며 적시에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귀하의 학교 사무처에 주저말고 연락하십시오. 최신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 www.fjuhsd.org를 방문하십시오. 

이사회 및 저는 학생과 교육구 직원들에게 보여준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수업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cott Scambray, Ed.D. 
교육감 
 
 
 
 
 
 

1893년부터 교육의 명가 
BUENA PARK, FULLERTON, LA HABRA, LOWELL JOINT SCHOOL 교육구 대상 

http://www.fjuh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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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 County 보건국(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 OCHCA)에 따라 
보건안전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ttee)는 학생, 학부모/보호자, 분야별, 면허 소지자, 
그리고 관리 부문의 대표를 포함하는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로 분류했습니다:  

● 사업장 계획의 수립 
● 직원 및 학생을 위한 교육 제공 
● 통제 조치 및 검사 계획 
● 철저한 청소 및 소독 실시 
●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 

 
위원회 권고사항: 
보건안전위원회는 2020년 8월 4일에 권고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 매일 계획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이행팀 설립. 
● FJUHSD 관리시설실(Maintenance and Facilities Office)과 함께 현장 위험성 평가 실시. 
●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작성한 절차 및 과정 
준수. 

● FJUHSD 인사실(Human Resources Office)과 함께 잠재적 양성 사례 보고에 대한 절차 
수립. 

● 사업장 계획 전달 및 직원을 위한 교육 제공. 
 
위험성 평가 및 현장 이행팀 
Fullerton Union High School 팀은 현장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FJUHSD 
관리시설실(Maintenance and Facilities Office)과 직접 협력했으며 사업장 계획 이행을 매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것입니다.   해당 팀은 2020년 7월 15일 FJUHSD 시설실과 현장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다음의 멤버로 구성됩니다:  
 

● Gary Day, 교감, 안내 및 운영- Gday@fjuhsd.org 
714/447-7827 

● Lisa Valdes, FSTO 건물 관리 대표 - Lvaldes@fjuhsd.org 714-447-5567 
● Dale McCurry, 교육구 대표 - Dmccurry@fjuhsd.org 714/680-5609 
● Antonio Arenas, 총괄 관리인 - Aarenas@fjuhsd.org 714/447-5568 
● Isias Reyes, 캠퍼스 관리인 - Ireyes@fjuhsd.org 714/447-7828 

 
현장 이행팀은 매주 월요일마다 또는 필요한 경우 더욱 자주 만날 것입니다. 해당 팀은 다음의 
멤버로 구성됩니다- 

● Gary Day 

 

사업장 계획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schools.pdf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schools.pdf
mailto:Operations-Gday@fjuhsd.org
mailto:Operations-Gday@fjuhsd.org
mailto:Operations-Gday@fjuhsd.org
mailto:Operations-Gday@fjuhsd.org
mailto:Lvaldes@fjuhsd.org
mailto:Dmccurry@fjuhsd.org
mailto:Aarenas@fjuhsd.org
mailto:Ireyes@fjuh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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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a Valdes 
● Antonio Arenas 
● Isias Reyes 

해당 팀은 모든 COVID-19 정보에 대한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연락처로 지정되었습니다. 
 
 
직원 및 학생을 위한 관련 교육 

FJUHSD는 학교 웹사이트 및 FJUHSD 교육구 웹사이트에도 게시된, 이메일로 모든 학생, 학부모 
및 직원에게 공유된 동영상을 통해 모든 직원 및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전문성 개발 동안 이러한 동영상을 시청할 시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본 교육은 다음 분야를 다룹니다: 

● 개인 안전 조치: 
○ 강화된 위생 지침 실천 
○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중요성 
○ CDPH 지침에 따른 천 마스크 제거 및 세탁을 포함하는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 CDC 및 CDHP 지침을 활용한 검사 실시 
● 다음을 포함하는 COVID-19 관련 중요한 정보: 

○ 구체적 증상 확인(22-23페이지의 순서도에서 CDC 증상 목록 참고) 
○ COVID-19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직장 또는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의 
중요성 

○ 전파 방지를 위한 실천(부록의 시각 자료 참고) 
○ 치료를 받는 시기 
○ 특히 취약한 인구 

● 직원에게 다음과 관련된 정보 제공: 
○ 휴가 및 산재 보상 혜택. 
○ COVID-19가 감염자들의 배설물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청소 담당 직원 및 배관공과 
하수 또는 배관 시설에서의 근무 및 청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소통하십시오.  

○ 학생, 학부모 및 직원을 위한 COVID-19 교육 동영상 
 
 
 
 
 

https://www.fjuhsd.org/site/default.aspx?PageType=3&DomainID=4&ModuleInstanceID=16&ViewID=6446EE88-D30C-497E-9316-3F8874B3E108&RenderLoc=0&FlexDataID=12907&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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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해 다음이 활용될 것입니다. 

검사: 

● 수동 검사: Qualtrics.com  
○ 모든 직원, 학생 및 손님이 캠퍼스에 도착하기 전, 수동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Qualtrics 검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현장 행정실은 모든 질병 의심 
사례를 추적하기 위해 교육구 간호진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개인 전화 및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qualtrics.com/support/survey-platform/common-use-cases-rc/public-
health-covid-19-pre-screen-routing/ 

● 능동 검사: 매일 체온을 체크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는 동남문과 사무실 입구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도를 참고하십시오.  

● 카메라 위치:  
○ 첫 번째 카메라는 동남문에 위치한 학생용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카메라는 직원, 방문객 및 늦게 도착하는 학생을 위해 프론트 오피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확인 정보: 

○ 열화상 카메라 정보 
○ 능동 검사(비접촉 체온 측정 결과 화씨 100.0도 미만) 확인이 완료되면 학생들에게 
매일 손목 밴드를 제공할 것이며, 학교에서 하루 종일 눈에 보이게 손목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매일 다른 고유의 손목 밴드가 제공될 것입니다. 

통제 조치 

● 방향이 안내된 통로를 확인함, 캠퍼스 곳곳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통행 흐름을 위한 바닥 
표시 및 스티커 사용. 캠퍼스 지도 

● COVID 19용으로 권장된 EPA가 승인한 소독 스프레이를 각 교실에 제공. 세제 
● 각 교실에 교사들이 자가 진단 및/또는 본인의 교실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비접촉 체온계 비치 

● 각 교실에 직원 및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용 투명 플라스틱 분리대 
비치 

●  캠퍼스 곳곳에 눈에 보이도록 안전 조치 표지판 게시 
● HVAC 시스템: 모든 시스템은 외부 공기 흐름의 양을 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개조됨. 

HVAC 장치에 MERV 13 필터가 교육구에 의해 설치됨.  

 

검사 및 통제 조치 

https://www.qualtrics.com/support/survey-platform/common-use-cases-rc/public-health-covid-19-pre-screen-routing/
https://www.qualtrics.com/support/survey-platform/common-use-cases-rc/public-health-covid-19-pre-screen-rout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8R11kiU9fw9qpsI-VLwcp4ufbUK_72BiMNmySQr0r4/edit
https://drive.google.com/file/d/19XMqRCBVSBkDG4Lb8udf1dMo1h4TdYtW/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Au4KG3CfEtxvoE5LgAx_FfZ_xW1F8GMR/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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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위한 현장 COVID 검사 
● 원격 수업에서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로 전환하기 전에 교직원에게 무료로, 모든 
직원에게 현장 COVID-19 검사가 제공될 것입니다.  

● 따라서 모든 직원들은, 교직원들은 무료로, 매 60일마다 또는 교육구가 CDPH, 
OCHCA 및 CDC로부터 대체 지침을 받을 때까지, 또는 전통 수업 모델로의 
복귀가 허용될 때까지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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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지침을 따른 내용입니다. 
  
OCHCA에 따라 학생들은 다음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지참하고 착용해야만 합니다:  

● 교실에 있을 때 
● 캠퍼스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할 때 
● 학교 안에 있을 때(식사 또는 음료를 마시기 위해 앉아 있는 경우 제외) 
● 하교할 때 
● 버스에 탑승하고 있을 때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없는 경우 OCHCA 지침에 따라 직원 및 
학생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복장 규정 정책에 따라 개인 마스크가 허용됩니다. 
 
교사 및 확인된 직원은 재사용이 가능한 안면 보호대를 받을 것입니다. 
 
개인 보호 장비 
CDC, CDPH 및 OCHCA에 따라 현장에서 학생 및 직원은 다음 PPE 물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접촉 손 세정제 스테이션이 각 교실 및 사무실 공간에 비치. 
●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 있을 때 적합한 마스크를 학교에 갖고 올 책임이 있습니다. 

○ 캠퍼스에서 또는 스쿨버스에서 마스크가 분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학생 및 
어른들에게 일회용 종이 마스크를 제공할 것입니다. 

● 직원을 위한 안면 보호대 및 천 마스크 
● EPA가 승인한 소독 스프레이 및 물티슈를 COVID 19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컴퓨터실 및 키보드가 있는 모든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직원에게 장갑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 관리 직원, 급식 서비스 직원, 보건교사(RN/LVN) 및 감염되었을 수 있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근무하는 안내 보조원들에게 다음 PPE가 제공될 것입니다:  

● 장갑 
● 안면 보호대 
● N95 마스크 
● 앞치마 및/또는 보호복-급식 서비스 직원은 일회용 PPE를 사용할 것입니다. 

 

마스크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Face-Coverings-Guidance.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Face-Coverings-Guidance.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Face-Coverings-Guidanc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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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및 소독 

● FJUHSD는 창고에 보관된 위생 제품(세정제, 마스크, 장갑 등 포함)들이 현장에 제공되는 
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 청소 용품은 DSC를 통해 시설실에서 배포하고 각 장소에 비치될 것입니다.  세제 
● 청소 관리 직원은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이 승인/권장한 

COVID 19 제품을 사용해 청소 관리 직원, 교사 및/또는 학생에 의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하루 종일 청소 및 소독합니다. 

○ 청소 관리 직원이 매일 청소 
○ 매주 수요일마다 대청소 

● 숙련된 청소 관리 직원은 학생 책상, 문, 난간, 전기 스위치, 데스크탑 컴퓨터, 조리대, 
문고리, 수도꼭지, 종이 휴지 디스펜서, 화장실, 에어 드라이어, 싱크대 등을 포함해 
통행이 많고 접촉이 많은 지역 청소 및 소독. 

● 학생 및/또는 직원간 이동한 공용 장비는 정기적으로 세척 및 살균할 것입니다. 
● 청소 직원은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환기를 포함해 제품 사용법 및 OSHA 
요건을 따를 것입니다.  

● 교실, 통로, 사무실 및 통행이 많은 지역에 비접촉식 손세정제를 준비할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동 시간 동안 교실 표면을 소독하기 위해 직원 및 학생 모두 소독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소독 제품은 45초 동안 유지되며 PP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핸즈프리 휴지 디스펜서가 교실에 제공될 것입니다. 
○ 이동할 때 한 방향으로만 통행하고 수업 사이에 교실을 소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 시간이 8분이 되도록 이동 시간에 추가 시간을 더했습니다. 

○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 공간을 닦을 선택권이 있을 것입니다 
● 매일 버스를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합니다.  
● 학생 및/또는 직원간 이동한 경우 공용 장비는 정기적으로 세척 및 살균.  
● 화장실의 손 씻기 표지물을 포함해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는 표지물 게시. 

CDC가 권고하고 위에 명시되었으며 CDC가 권고한 각 장소에 게시된 표지판 사용. 세제 
  

 

청소 및 소독 

https://drive.google.com/file/d/1Au4KG3CfEtxvoE5LgAx_FfZ_xW1F8GMR/view?usp=sharing
https://www.osha.gov/Publications/OSHA3512.pdf
https://www.osha.gov/Publications/OSHA3512.pdf
https://drive.google.com/file/d/1Au4KG3CfEtxvoE5LgAx_FfZ_xW1F8GMR/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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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바이러스 전파를 제한할 것입니다. La Vista 및 La Sierra High School은 
다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불필요한 방문객, 자원봉사자 및 외부 그룹이 참여하는 활동 제한. 
○ Qualtrics 어플리케이션은 캠퍼스 내의 학생, 직원 및 방문객의 수동 검사를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 해당 검사는 캠퍼스에 오기 전 자택에서 실시될 것입니다. 
● https://www.qualtrics.com/support/survey-platform/common-use-

cases-rc/public-health-covid-19-pre-screen-routing/ 
■ 학교는 검사 결과와 함께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 가능한 한 모든 장소에서 그룹 활동 제한. 
● 공용인 야외 장비 및 물건 사용 제한 및 표면과 최소한의 접촉이 필요한 신체 활동 장려.  
● 언제든지 캠퍼스에 물리적으로 적은 수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세 개의 
코호트로 분리.   

● 방향이 안내된 통로를 확인함, 캠퍼스 곳곳에 사회적 거리두기 및 통행 흐름을 위한 바닥 
표시 및 스티커 사용.캠퍼스 지도 

● CDPH 지침에 따라 학생과 직원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가구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 교실 공간 배치. 

● 가능한 경우 학생 책상들 사이 간격이 최소 6피트가 되도록 배치. 
●  캠퍼스 곳곳에 눈에 보이도록 안전 조치 표지판 게시. 
● 학생 화장실 사용법: 가능한 경우 학생들은 일방통행으로 된 출입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화장실 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화장실이 여러 개인 경우,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을 제한할 것입니다. 

● 물 마시는 곳 및 급수대: 물 마시는 곳은 사용이 금지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본인 
소유의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을 갖고 와서 물 받는 곳을 사용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교가 시작하기 전,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 및 이동 시간 동안, 
그리고 학생들이 캠퍼스를 떠나서 학교 수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 관리 및 캠퍼스 
관리인에 의해 모니터될 것입니다.  

● 학생들은 교사와 특별히 일정을 약속하지 않는 한 교실 안에서 쉬는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금지될 것입니다.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 

● 학생들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 시간 동안 캠퍼스 폐쇄 
● 학생들은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거리를 둘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https://www.qualtrics.com/support/survey-platform/common-use-cases-rc/public-health-covid-19-pre-screen-routing/
https://www.qualtrics.com/support/survey-platform/common-use-cases-rc/public-health-covid-19-pre-screen-routing/
https://drive.google.com/file/d/19XMqRCBVSBkDG4Lb8udf1dMo1h4TdYtW/view?usp=sharing


13 

● 행정실 및 캠퍼스 관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학생들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 학생 급식줄이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추가로 1개 이동식 음식 카트 사용. 
● 학생 및/또는 직원간 어떠한 음식 또는 음료 공유도 중단.  
● 모든 학교는 캠퍼스 내 운영 및 Grab-and-Go(걸어서 지나가기 또는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음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 Grab-and-Go(걸어서 지나가기 또는 드라이브 스루) 
■ 해당 일의 코호트 온라인에 대한 모든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 
주차장에 전동 카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 캠퍼스 내 운영 
■ 식사는 구내식당, 스낵바, 교내의 뜰에 있는 전동 카트에서 제공될 
것입니다(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계산대/POS는 하나 걸러 폐쇄할 
것임). 

● CDC, CDPH, CDE 및 OCHCA 지침에 따른 PPE 및 안전 규정 
○ 모든 급식 서비스 직원은 적절한 일회용 PPE(마스크, 안면 보호대, 장갑 및 
가운)를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 스캐너, 학생 ID 카드 사용 및 온라인 계정으로 비용을 충전하도록 가족들을 
장려하는 것을 통한 비접촉식 지불   

○ 직원 및 학생 모두를 위한 안전 조치 및 규정이 표시된 표지판/포스터/ 및 
스티커(예: 6피트 거리두기, 손 씻기, Covid 증상) 

급식 정보 

교육구가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운영하는 동안, 학생 코호트 도입과 함께 
하이브리드 일정이 실시되는 경우 학교 구내식당이 준비될 것입니다. FJUHSD 급식 서비스는 
COVID-19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동적일 수 있도록 모든 USDA 면제에 참여할 것입니다. 면제는 
유연한 식사 시간, 학부모/보호자 식사 픽업이 가능하게 하며, 식사 동안 학생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고, 학교 급식 대신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전체 급식부 안전 계획을 
참고하십시오.)급식 

COVID19 기간 동안 교육구 교통 규정   

FJUHSD 교통부(Transportation Department)는 캘리포니아 학교 운수 담당자 연합(California 
Association of School Transportation Officials, CASTO) CASTO을 사용할 것입니다. 

해당 교육구는 지속가능한 완화 노력을 수립하고, 교육구 교통부 내 모든 직원을 COVID-19 대응 
노력에 참여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 CASTO가 마련한 우수 사례에 대한 권고사항 및 지침을 
이행할 것입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aNfE8M-CovREe6QBfjd4Y4cn6zWU-5KKMSulx8evFc/edit
https://drive.google.com/file/d/1Z9o2n25xITg-RYJVQvvUjoSYsShqaOM4/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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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사례 

직원은 22-23페이지에 기재된 COVID-19 검사 순서도의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CDPH).  

노출 가능성 순서도 노출 순서도 

확진 사례 

LV/LSHS는 직원 또는 학생의 COVID-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에 대한 정보를 받은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교감인, Gary Day에게 Gday@fjuhsd.org로 연락하십시오. 714/447-7827                                      
다음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이름 
○ 진단 날짜 
○  알고 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노출된 날짜 
○ 증상의 첫 징후가 나타난 날짜 
○ 검사 날짜 
○ La Vista / La Sierra School 캠퍼스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 
○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는지 
확인. 

○ 감염된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6피트 이내 거리에서 15분 또는 그 
이상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 

행정실은 인사과(Human Resources, HR)에 즉시 연락할 것입니다.   

인사과는 지침을 받기 위해 OC 보건국(OC Healthcare Agency, OCHA)에 연락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통지 관련 OCHSA 지침을 따를 것이며 FJUHSD COVID-19 검사 순서도를 활용해 해당 
개인이 자택으로 귀가할 때까지 확실히 격리시킬 것입니다.  

 

 

COVID-19 검사 및 보고 

https://drive.google.com/file/d/1v0Qlsp3K8FV0RbShF7crs5wjRdP1alTl/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v0Qlsp3K8FV0RbShF7crs5wjRdP1alTl/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v0Qlsp3K8FV0RbShF7crs5wjRdP1alTl/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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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가 필요한 경우, FJUHSD는 보고 관련 OCHCA 당국의 지침에 따라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발송할 것입니다.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저희는 주정부 및 지역 당국의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학생 또는 직원이 수업 중 아픈 경우-격리 규정 

일부 학생은 학교에 있는 동안 전염병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다음 
격리 규정을 시행할 것입니다.   

● 섹션 1(아래 참고)에 있는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을 
최소화하고, 수업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러한 증상이 해결(해열제 없이 최소 24시간 
또는 기존 학교의 질병 정책을 따름)될 수 있도록 본인의 학교의 현재 질병 관리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 학교에 있는 동안 섹션 1(아래 참고)에 있는 어떠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직원 및 다른 
학생들과 분리해 격리된 곳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 학교에 있는 동안 아픈 학생과 소통한 교직원(예: 직원, 보조 교사, 학교의 보건 
담당 직원)은 아픈 사람을 간호할 때 기준 및 감염 기반의 예방조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 아픈 학생은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집으로 귀가하거나 의료 시설을 방문하고, 
본인과 아픈 다른 사람을 간호하기 위한 CDC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학교에서 섹션 1의 어떠한 증상을 보이거나 섹션 2(아래 참고)의 어떠한 질문에 대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직원 및 다른 학생들과 분리해 격리된 지역(예: 
지정된 보건실 또는 각 장소의 지정된 위치)으로 보내진 후 집으로 귀가시키거나 
증상에서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의료 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 학교에서 앰뷸런스를 부르거나 학생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경우, 해당 
학생이 COVID-19에 감염된 사람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우선 응급 / 병원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학생을 격리 지역에 보낸 후, 격리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CDC의 귀하의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한 청소 및 소독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 주: 증상이 있는 학생을 격리 지역에 보내는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는 
해당 학생이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어른의 시야가 닿는 곳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격리되도록 확인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유의해야 합니다. 

 (CDC 일상적인 가정 검사 서류 아래 참고)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hcp/infection-control-recommendations.html?CDC_AA_refVal=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fection-control/control-recommendations.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f-you-are-sick/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disinfecting-building-facility.html
https://drive.google.com/file/d/1rZGkdjrKzRM8sOvhrNAGoEGonaVb4qP6/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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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참고 지침 
 
섹션 1: 증상 
아동에게서 다음 중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는 학생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질병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한 경우 체온이 화씨 100.0도 또는 그 이상.   
● 인후통. 
●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전에 없던 기침(만성 알러지/천식으로 인한 기침이 
있는 학생인 경우 기본적으로 기침의 변화), 

● 설사, 구토 또는 복부 통증, 또는 특히 열을 동반하는, 전에 없던 심각한 두통 발생. 

섹션 2: 밀접 접촉/잠재적 노출  
● COVID-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밀접 접촉(PPE 없이 감염된 사람과 6피트 이내에서 
최소 15분 동안 있음): 또는 

● SARS-CoV-2에 대한 노출 가능성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과 밀접 접촉(PPE 없이 감염된 
사람과 6피트 이내에서 최소 15분 동안 있음), 또는 

● 지역, 부족, 영토 또는 주의 보건부가 커뮤니티 완화 체계(Community Mitigation 
Framework)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수의 COVID-19 확진 사례가 보고되는 지역에 여행 
또는 거주 

● 학교가 등교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커뮤니티 완화 체계(Community Mitigation 
Framework)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커뮤니티 감염을 보이는 지역에 거주 

직원 또는 학생이 학교 수업 중 아픈 경우 현장에 있는 간호사는 다음 조치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TAPP 운동장 지역 그늘막 아래에 위치할 “격리 지역”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체온 및 증상을 진단할 것입니다. 

● 체온 및 증상을 체크할 때, 마스크, 장갑, 및/또는 보호대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 학생의 부모에게 학생을 데리고 갈 것을 알릴 것입니다. 
● 학부모가 대답이 없거나 오지 않으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911에 연락할 것입니다. 
● 교직원은 자택으로 귀가하도록 보낼 것입니다. 
● 운전하기에 너무 아픈 경우 911에 연락할 것입니다. 
● 영향을 받은 교실 또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이며 해당 장소는 위생 조치 전 

24시간 동안 비어 있는 상태로 둘 것입니다. 
● 해당 장소를 제대로 살균할 수 있도록 청소 관리 직원에게 잠재적 감염 사례에 대해 알릴 
것입니다. 

● 감염된 개인과 오랜 시간, 밀접하게 접촉한 학생 및 직원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mmunity-mitig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mmunity-mitig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mmunity-mitig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mmunity-mitig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mmunity-mitigation.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ty/community-mitig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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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에 복귀하기 위해서, 해당 학생 또는 직원은 관리자에게 검사에 대한 음성 판정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또는 14일 동안 격리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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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JUHSD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 

COVID19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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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교 재개/폐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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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UHSD는 COVID-19 산업 지침: 학교 및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의 섹션 12에 기재된,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명시한 모든 재개 권고사항을 
따를 것입니다.. 구체적인 학교 등교 재개 권고사항은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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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녀가 집에서 COVID-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하의 자녀가 COVID-19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녀가 집에 머물도록 하고 자녀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저희 학생 서비스 담당 교감에게 Gday@fjuhsd.org으로 연락 또는 
출석 담당자 Maria Zavala에게 714-447-5511번으로 연락해 결석을 보고하십시오. COVID-19 
관련 결석은 면제가 됩니다.  

 

우리 집에서 누군가가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하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COVID-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격리 또는 자가 격리 상태인 경우, 
귀하는 얼마나 오랫동안 집에 머물고 언제 학교로 복귀하는지에 대한 Orange County 
보건국(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 OCHCA)의 지침과 함께 귀하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조언을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 반드시 연락하십시오. 학생들은 본인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지침을 따릅니다. 

 

학생이 학교에 있는 동안 COVID-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아동이 학교 수업 중 아픈 경우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해당 학생은 증상이 나타난 학생들을 위한 TAPP 그늘이 된 장소로 보내집니다. 
● TAPP 그늘이 진 지역에서 체온 및 증상을 진단할 것입니다. 학생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데리고 갈 때까지 격리 지역에 머무를 것입니다. 

● 학부모/보호자가 대답이 없거나 오지 않으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911에 연락할 
것입니다. 

● 해당 학교는 저희 교육구 사무실에 의심 사례와 관련된 내용 및 모든 COVID-19 확진 
사례를 OCHCA와 함께 알릴 것이며, OCHCA는 교육구가 양성인 학교 또는 학급의 
하교를 위한 행동 방침을 수립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COVID-19 FAQ 

mailto:Gday@fjuhs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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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Vista/ La Sierra High School에서 COVID-19 양성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모든 COVID-19 양성 사례의 경우 다음 규정을 따를 것입니다: 

주정부 및 지방 법규에 따라 La Vista/La Sierra High School 행정실은 직원인 경우 FJUHSD 
인사과에 그리고 학생인 경우 교육 서비스에 다음의 정보와 함께 통지할 것입니다: 

●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이름 
● 진단 날짜 
● 알고 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노출된 날짜 
● 검사 날짜 
● La Vista / La Sierra High School 캠퍼스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 
● 감염된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6피트 이내 거리에서 15분 또는 그 이상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 

● 개인 보호 장비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했는지 확인. 

교육구 사무실은 OCHCA와 함께 대응을 협의할 것입니다.  OCHCA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교육구의 
지명자는 COVID-19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학생, 직원 및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OCHCA로부터의 건강 
권고사항 및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COVI-19 양성 사례는 하나의 교실, 여러 개의 교실, 또는 학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 및 이사회는 지역 및 주정부의 지침과 함께 협의 후 
폐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영향을 받은 지역 또는 교실은 다시 문을 열기 전에 집중 청소 및 소독을 할 것입니다. 

 

COVID-19 검사 결과 양성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알립니까? 

FJUHSD는 밀접 접촉 및 저위험 접촉을 결정하기 위해 OCHCA와 협력할 것입니다.  확인된 사람에게 
연락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해당 사람이 격리되어야 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리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 및 바이러스와 관련된 증상 목록에 대해 작성된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언제나 개인 정보에 대한 모든 HIPPA 통지 지침을 따릅니다. 

 

 

직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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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가능성 순서도 참고 노출 순서도 

직원들은 다음 증상에 대해 스스로 모니터해야만 합니다: 

● 100.4도 (구강 체온계의 경우) 또는 접촉 체온이 100.0도가 넘는 열 
● 오한 또는 원인 미상의 피로 
●  인후통 
● 기침 
● 전에 없던 미각 또는 후각 상실 
● 기타 독감과 유사한 증상 

직원의 노출 가능성 

노출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직원은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 정보와 함께 Sandi Layana 교장에게, slayana@fjuhsd.org 714/447-5501번으로 연락하십시오: 

● 진단 날짜 
●  알고 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노출된 날짜 
● 검사 날짜 
● La Vista/ La Sierra High School 캠퍼스에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짜 
● 감염된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거나, 6피트 이내 거리에서 15분 또는 그 이상 있었던 
모든 사람의 이름 

● Mrs. Layana는 해당 정보와 함께 HR에 연락할 것입니다. 
● HR은 대응을 협의할 것입니다. 

해당 상황을 검토한 후, HR은 COVID-19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학생, 직원 및 가족들에게만 
알리고 건강 권고사항 및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직원의 직장으로의 복귀 직장으로의 복귀 

 

 

 

 

 

  

https://drive.google.com/file/d/1v0Qlsp3K8FV0RbShF7crs5wjRdP1alTl/view?usp=sharing
mailto:slayana@fjuhsd.org
https://drive.google.com/file/d/1MMcfLVZYHqglIj_xPCY9Rxe-x_1aJniB/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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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수업에서 하이브리드 수업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학습 
일정은 교육구 및 FSTO간 지속적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학습 일정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은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알릴 것이며 교육구 및 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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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일에 발효된 OC 보건당국 명령(OC Health Officer's Orders)에 따라 Orange 
County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모든 사업, 산업 및 기관은 각 부지의 공공 입구에 있는 눈에 띄는 
장소에 산업별 체크리스트 및 증명 문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OC 보건국(OC Health Care 
Agency) 및 Orange County 교육부(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는 카운티의 
학교들에게 COVID-19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산업 지침: 학교 및 학교 기반 프로그램의 보충 자료인 해당 체크리스트를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요약본입니다. 교육구 및 학교들은 해당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전체 
CDPH 지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서면으로 사업장별 계획 수립 

🗹🗹 해당 계획 이행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확인하십시오.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취할 예정인 조치를 
확인하십시오. (학교 또는 교육구에서 작성 가능) 

🗹🗹 직원, 아동 또는 방문객이 병에 걸리거나 COVID-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 
권고사항과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해당 계획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증명서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article/oc-health-officers-orders-recommendations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schools.pdf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schools.pdf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schools.pdf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schools.pdf
https://files.covid19.ca.gov/pdf/guidance-school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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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 모색, 지역 보건부에 알리고, 검사를 받을 때까지 
학생 또는 직원과의 밀접 접촉자 확인 및 격리. 

🗹🗹 COVID-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교사 또는 직원에 대한 조치로 부분 또는 
전체 폐쇄 고려. 

🗹🗹 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양성 사례를 소통하기 위한 계획 및 질병에서 회복한 학생 또는 
직원의 복귀에 대한 계획.  

🗹🗹 CDPH의 권고사항과 일관된 건강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마련. 
🗹🗹 해당 계획을 직원 및 직원 대표에게 교육 및 소통. 
🗹🗹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을 기록 및 수정할 수 있는 절차 수립. 
🗹🗹 COVID-19로 인해 학교(들)이 임시 폐쇄해야 하는 경우 원격 수업에 대한 계획 수립.  

2. 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관련 교육 제공 

🗹🗹 모든 직원 및 학생 교육,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음 안전 조치에 대한 교육용 자료 제공: 
🗹🗹 강화된 위생 지침 실천 
🗹🗹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및 거리두기의 중요성 
🗹🗹 제대로 된 사용법, 제거 및 CDPH 지침에 따른 천 마스크 세탁을 포함하는 마스크 사용법. 
🗹🗹 콧물을 닦을 때 휴지 사용하기 및 휴지 또는 팔꿈치 안쪽에 대고 기침/재채기하기. 사용한 
휴지는 버리고 즉시 손 씻기. 

🗹🗹 CDC 지침을 활용한 검사 실시. 
🗹🗹 다음을 포함하는 COVID-19 관련 정보: 
🗹🗹 구체적 증상 확인 
🗹🗹 COVID-19 징후 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직장 또는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의 중요성 
🗹🗹 전파 방지를 위한 실천방안  
🗹🗹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시기  
🗹🗹 취약 인구 
🗹🗹 직원에게 다음과 관련된 정보 제공: 
🗹🗹 휴가 및 산재 보상 혜택. 
🗹🗹 COVID-19가 감염자들의 배설물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청소 담당 직원 및 배관공과 하수 
또는 배관 시설에서의 근무 및 청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위험에 대해 소통하십시오. 

3. 개별 통제 조치 및 검사 계획 

🗹🗹 모든 직원 및 학생을 위한 증상 검사 및/또는 체온 체크를 할 수 있는 절차 모색.  
🗹🗹 체온이 100.0도 또는 그 이상인 학생 및 직원은 귀가 조치시킬 것이며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72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 또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택에 머물도록 요구. 
🗹🗹 급식 서비스 직원 및 대중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예: 프론트 오피스)은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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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은 사용 후 즉시 버려야 하며 자주 바꾸지 않는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6피트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며 기타 면제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학생, 직원 및 
방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서, Cal/OSHA 기준은 직원을 위한 
호흡기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차를 두는 휴식 시간에 학생 및 직원이 정기적으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일상을 
마련하십시오. 

🗹🗹 학생, 직원, 가족 구성원 및 모든 승인된 방문객에게 CDPH 지침 및 행정명령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및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을 상기시키는 표지판 게시. 

4. 철저한 청소 및 소독 규정 이행 

🗹🗹 통행량이 높은 지역은 철저한 청소 실시. 
🗹🗹 학교 내에서 그리고 스쿨버스에서 자주 만지는 표면은 최소한 매일, 가능한 경우, 하루 
종일 빈번하게 숙련된 청소 관리 직원이 청소 및 소독. 

🗹🗹 버스는 매일 그리고 COVID-19 증상이 나타난 어떠한 개인을 수송한 후에는 철저하게 
청소 및 소독할 것입니다. 

🗹🗹 공용인 운동장 장비 및 물건 사용 제한 및 표면 접촉이 적게 필요한 신체 활동 장려. 
🗹🗹 학생 및/또는 직원간 이동한 경우 공용 장비는 정기적으로 세척 및 살균. 
🗹🗹 근로자들이 교대하는 동안 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시간 제공. 
🗹🗹 위생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이며 항상 재고가 있는지 확인. 
🗹🗹 건강하고 위생적인 행동을 돕는 물품이 충분한지 확인. 
🗹🗹 화장실에 손 씻기 표지물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해 학교, 근무지 및 공용 공간에 기본적인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는 표지물 게시. 

🗹🗹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이 승인한 목록에 있는 COVID-19 방지용으로 
사용이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환기를 포함해 제품 
사용법 및 Cal/OSHA 요건 따르기. 학생들이 제품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 학생 및/또는 직원간 어떠한 음식 또는 음료 공유도 중단. 
🗹🗹 공기질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해 공기 필터 및 여과 시스템 체크. 

5.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추진 

🗹🗹 2020년 6월 20일 발효한 Orange County 보건당국(Orange County Health Officer)의 
강력한 권고사항에 따라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 이행. 

🗹🗹 교실 공간의 경우 다음 사항 고려: 
🗹🗹 밀폐된 공간에서의 학생/직원의 수 제한. 
🗹🗹 동일한 공간 및 그룹에 남아 있는 학생의 수는 가능한 적고 일관되게 하고, 가능한 한 학생 
및 교사/직원의 움직임 최소화. 

🗹🗹 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방법 고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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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들 사이 6피트 간격 
🗹🗹 책상들 사이에 칸막이, 6피트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투명한 플라스틱, 
학습용 칸막이 또는 기타 가림막 사용 

🗹🗹 거리두기를 추진하기 위해 교실 바닥에 표시 
🗹🗹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책상 배열 
🗹🗹 교사 및 기타 직원 책상을 학생 책상으로부터 최소 6피트 떨어진 곳에 배치.  
🗹🗹 수업을 위해 교실 외 공간 활용. 
🗹🗹 교실 외 공간에서 다음사항 고려:  
🗹🗹 개인이 상대방을 대면해서 지나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경우 도보 통행을 위한 
방향이 안내된 복도 및 통로 설치. 

🗹🗹 학생, 직원 및 방문객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줄을 서야만 하는 장소에 
분명하게 표시, 또는 대체 입장 요건 사용. 

🗹🗹 불필요한 방문객, 자원봉사자 및 활동 제한. 일정 예약 시스템 사용, 일정간 간격을 두고 
예약이 없는 방문 줄이기. 

🗹🗹 가능한 경우 6피트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 공간, 로비, 근무 공간 및 직원 
휴게실 구조 변경. 

🗹🗹 가능한 경우 공동 활동 제한 
🗹🗹 가능한 한 모이는 움직임 최소화. 
🗹🗹 교실 또는 가능한 야외 공간에서 식사 제공. 
🗹🗹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직원 회의 조정, 가능한 경우 전화 또는 웨비나 활용. 
🗹🗹 도착 및 출발 관련 다음사항 고려: 
🗹🗹 학교에서 가능한 한 학생, 직원, 가족 및 커뮤니티간 접촉 최소화. 
🗹🗹 대규모 모임을 막기 위해 내리는 곳 및 타는 곳 지정. 대체 일정 관리 고려. 
🗹🗹 입구는 분명하게 지정하고 가능한 경우 출구 분리.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LEA를 대표해, 나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학교 
등교를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취했으며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산업별 지침과 Orange County 보건국(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의 
요건에 따라 다음 조치를 완료했음을 증명합니다:   

1. 서면으로 사업장별 계획 수립 
2. 직원 및 학생 대상으로 관련 교육 제공 
3. 개별 통제 조치 및 검사 계획 
4. 철저한 청소 및 소독 규정 이행 
5.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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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i Layana, 9/1/20___________________ 
현장 관리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역 교육 당국 담당자 또는 지명자      

 

La Vista/La Sierra High School________________ 
학교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________ 
교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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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Vista/La Sierra High Schools / 홈페이지 

FJUHSD 보건안전위원회(Health and Safety Committee)가 이사회에 제출한 
내용(20/8/4) 

 학생, 학부모 및 직원을 위한 COVID-19 교육 동영상 

 FJUHSD 등교 재개로 인한 운동 및 활동 계획 업데이트(20/8/6) 
  

CIF SS 2020/2021 학년도 스포츠 일정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and Control Prevention, CDC) 학교를 
위한 지침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OVID-19 
산업 지침 학교 및 학교 기반의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교육부(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함께 더 강하게 
  
 Orange County 교육부(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함께 
  
캘리포니아 교사협회 컨퍼런스(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 
Conference)로부터의 Harvard University의 표면 청소 지침 
  

전국간호협회(National Nursing Association) COVID-19 검사 순서도 
  
안전하게 학교 등교를 재개한 다른 국가의 지침 
 
2020-21 교육구 수송센터 안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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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file/d/1I3OmEI7MbFknWY9yT8C5kq3HSfTARTKY/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wSQ-wQPaTJxV9lUiW7VK9Bo8SDEfszgn/view?usp=sharing
https://drive.google.com/file/d/1uhTrwXoAZEYnVh2J3fpxNigwvmmtQNDj/vie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UVHcYAWU9spqsFkzU44UXa8GOh-1LWvb_zP6E3LSnQ/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UVHcYAWU9spqsFkzU44UXa8GOh-1LWvb_zP6E3LSnQ/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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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iaNfE8M-CovREe6QBfjd4Y4cn6zWU-5KKMSulx8evFc/edit?ts=5f49c290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aNfE8M-CovREe6QBfjd4Y4cn6zWU-5KKMSulx8evFc/edit?ts=5f49c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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