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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튼 조인트유니온 고등학교  교육구 직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에게,

일단 FJUHSD 총장관으로 뽑히는 것에 영광을 받아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교육구는 열정적인 선생님들, 직원들 그리고 관리자들로 인하여 밸런스를 가진 좋은
학업을 제공할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반동안 FJUHSD와 전국에 다른 교육구들은

COVID-19 떄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 직원들과 지역사회는
뭉쳐서 학업과 정신건강 도움을 제공 할수 있었습니다.

이 교육구에 총 장관을 맡으면서, 이사회와 1200명 이상의 직원들 과 일하며 2021년 8월
16일 부터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해를 준비하며 등록 날짜,
안전계획, 그리고 학년을 잘 시작할수있는 방법들을 받으실것입니다.

아래에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에서준학교들을위한지침들입니다.새로운정보가
생기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는 지난주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들이 2021-2022년에
필요한 조건들을 발표했습니다. COVID-19 건강 지침들은 주와 카운티 관리자들이

만들며 학교들과 교육구는 그 지침들을 따라야 합니다.

FJUHSD 2021년 8월 16일에 학생들이 돌아올때, 캘리포니아 보건학과에서 준 지침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에서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하기 위한 조건들 입니다:

● 캐리포니아는 학생들이 있는곳에는 학생, 선생님, 그리고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백신을 맞아도 써야 합니다. 학교에서 밖에 있을때는 마스크를
착용 안해도 됩니다.

● 학교들과 교육구들은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절차를 새워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면제난 마스크 착용을 아따르는 학생은 수업을 다른 곳에서 들어야 합니다.

● 마스크착용조건으로인하여사람들사이에거리를안두어도됩니다.마스크착용
조건이 없으면 학생들은 서로 거리를 두어야 하며, 학교 에 있을수있는 사람수가
줄어들며 학생들은 학교에 매일 출석 이 불가능 합니다..

● 학교들과 교육구들은 계속 COVID-19 방지 법들을 해야 합니다. 손씻기, 환기,
COVID-19 시험, 아플때 집에 있기, 혹은 청소와 소독은 계속 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공중보건학과는이러한조건들과주의 COVID상태를계속확인하면
마스크 착용 조건을 검토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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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 정보는 캘리포니아 학교들이 열기 위한 조건을 제공 하며 FJUHSD가 2021년 8월
16일에 학교들을 준비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FJUHSD 팀은 2021-2022 학년에 학생들,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안전할수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FJUHSD 2021-2022 하년에 정상적인 수업으로 돌아올것이며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
그리고오렌지카운티보건학과에지침들을따를것입니다.아직 COVID-19에걱정이많고
다른 방법 수업을 받기 위한 학생들과 가족들은 가을학기에 iSierra 온라인 개인 학습을
라시에라 고등학교를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FJUHSD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에 지침을 따르기 위해 지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FJUHSD 이사회와 교육구 관리자들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에서 내려진 조건들을 주릴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셔서또감사함을표현하고

싶습니다. http://www.cdph.ca.gov/Pages/contact_us.aspx 에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에서 내린 조건들에 대한 질문을  “Contact Us”에서 물어볼수 있습니다.

2021-2022년 FJUHSD에 관련된 소식들이 더 나올수도 있으니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Sincerely,

Steve McLaughlin, Ed.D.
Superintendent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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