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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UHSD 지역 사회에게,

지난 몇주 동안 Newsome 지사로 부터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 실내 운동 그리고 COVID
대해 얘기 했습니다. 아래에는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를 정리하고 사이트 링크들이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저희 교육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알고, 현재 변하는 상황들을 잘 넘길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굴 가리기에 새로운 지도
2021년 12월 13일에,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는 (CDPH), 다음에 있는 얼굴 가리기
지도를 내렸습니다.

“백신맞은상태와상관없이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모든공중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이 새로운 지침은 COVID-19 사건들 증가와 Omnicron 신종에 대한 예방이라고 했습니다.
“COVID-19 양성 반응은 추수감사절 부터 47% 증가 했고 100,000명 사람중 14명이
걸렸다고,” Dr. Mark Ghaly, 캘리포니아 보건 및 복지 기관 장관이 말했습니다.

교육구는 2021/2022년 학교해 시작 부터 있었던 실내 운동 그리고 교실 마스크 착용

지도를 그대로 갖고 있을것입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 - 마스크 착용 지도

Reuters 기사:COVID 증가로 인한 캘리포니아 마스크 지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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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
https://www.reuters.com/world/us/california-re-institute-statewide-mask-mandate-amid-rise-covid-cases-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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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운동
몇주 전에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CDPH)는 추가 활동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도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CDPH의 지도를 검토하고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학과

(OCHCA)는 CDPH의 지도랑 비슷하게 운동 선수 COVID 테스트와 마스크 착용 지도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교육구는 학생들과 가족위주로 생각하며 주와 카운티 지도를 따를
것입니다. 교육구는 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COVID 테스트 방법에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

OCHCA와 CDPH로 부터 온 정보와 공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지도에 의하며, 교육구응
실내 이벤트와 교실 마스크 착용 지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것 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FJUHSD 직원들은 OCHCA부터 실내 운동선수들을 위한 다른 COVID 테스트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더한 정보는 겨울방학 에서 돌아오면서 알려드리겠습니.
2021-2022학년 K-12 지도

학생 백신 위임 업데이트
10월에 Newsome 지사는 K-12 학생들에게 COVID 백신을 맞을 계획을 발표했고, 법안
통과 될때까지는 종교와 개인 믿음으로 COVID-19 백신을 안맞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 12월 8일에 Newsome 지사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를 바라고 백신을
안맞고 싶은 가족들에게 안맞아도 되는 허가는, 위임이 통과되어도, 아직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내리는 위임은 종교나 의학 믿음만 아니라 개인 믿음 위한 허가가 있어서
가족들이 선택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https://newsroom.ocde.us/coronavirus-update/

현재 FJUHSD는 백신 위임을 2021-2022학년에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업데이트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풀러튼 조인트 유니온 교육구 COVID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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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K-12-Guidance-2021-22-School-Year.aspx
https://newsroom.ocde.us/coronavirus-up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