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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4일 
 
FJUHSD 직원, 학생, 그리고 부모/보호자에게 
 

원격 수업 연장 
 

12월에 이사회는 1월 4일부터 1월 15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돌아 간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1월 12일 이사회 미팅에서, 이사회는 1월 29일 금요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COVID 박신 업데이트 
 
저와 다른 교육부 지사들과 오렌지카운티보건학과와나눈내용을아려드리고자합니다.           
모든 답은 없지만 COVID 박신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학과 대표 의사 Chau는 박신 전달 시작은 생각보다 느리지만 점점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 학과는 오렌지 카운티에 박신 전달을 위해           
오렌지 카운티 소방관들과 협동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있는           
분들께 2021년 7월 4일까지 전달하고자합니다.현재 5개에박신장소를만들려고합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 박시 장소들을 열려고 합니다. 디즈니랜드가 첫 박신            
장소가 될것입니다. 업데이트는 이 웹사이트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OCgov.com  
 
지금 현재 이장소에 일할 직원과 전달 방법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신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박신 장소에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박신받은뒤에             
15 분가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학교에서 일하는 간호사에 도움을            
받아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차 드리고 트래픽 조정 해야 할 사람들도 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은은 Covid 박신 받는 우선순위 표입니다: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covid-19-vaccination-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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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보건학과는 주어지기로 한 양에 박신을 받을경우 교육구에는 2월달에          
받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Chau 의사는 각 우선순위 안에 티어들이 생길거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B 우선순위에는 교육, 아동교육, 위급 서비스, 음식, 농장으로 되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간단하며 더욱 더 집중적으로 우선 순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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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고 했지만 아마도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질것          
입니다. 예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 리스크 높음: 확진율 높음, 매일 노출이 됨 (기침이나 땀에 자주 접촉)-예., 특수            
교육 직원이나 특수 교육에 가까운 사람들 (버스기사, 등.) 
 

● 리스크 중간: 확진율 중간- 마스크 착용 할수있으며 사람들과 거리를 둘수 있는           
사람들, 등.-예., 일반 학생 직원들 
 

● 리스크 낮음: 확진율 적음, 거리를 둘수 있음, 예., 교육부 직원 
  
2주 안에 학교 간호사들은 박신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thena 라는 앱을 통해서            
박신 을 받고 스케줄 할 것입니다 (어떤 박신인지에 따라 3-4주 걸립니다). 그러고 필요한             
데이터를 기록할것 입니다. 이앱은 박신을 받았다는 증거로 쓸수있는 허가증을 줍니다.          
이앱은 아직 다 발전되지 않았으며 제데로 쓸수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렌지 카운티 보건학과는 오레지 카운티 교육구랑 협동하여 박신에 대한          
정보를 교육해주고 있습니자. 이정보들은 이 왭사이트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OCDE         
website (아직 개발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지금 있는 정보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한번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 합니다.  
 
 
Sincerely, 

 
Scott Scambray, Ed.D.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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