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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0일
FJUHSD 직원, 가족, 그리고 직원에게
2022년 1월 3일에 시작하는 새학기를 준비하며 겨울 방학을 잘 지내시고 있기를
바랍니다.
FJUHSD는 COVID-19 와 Omicron을 매일 관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보와 학업, 운동, 특별활동을 위해,
어셈블리, 팀 저녘, 그리고 1월에 있는 오픈하우스 등에 필요없는 모임들은 다른 날짜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의 정지는 임시적이며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자료를
분석한 뒤에 새로운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하여, FJUHSD는 안전 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마스크 착용, 학생과 직원 건강Qualtrics
조사, 그리고 건물 청소에 집중 할것입니다. 그리고 FJUHSD는 몸이 아좋게 느끼는
분들은 집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는 새로운 격리 정보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가 제공하는 집에서 할수있는 COVID 테스트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지원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에
협공의 의하여, FJUHSD는 학생들은 공부, 운동, 공연, 그리고 학교 이벤트들은 첫
학기에 잘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남은 겨울 방학들을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Sincerely,

Steve McLaughlin, Ed.D.
Superintendent

무료-집에서 하는 COVID-19 테스트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에서 K-12 학생들에게 무료 테스트 제공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는 아직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기 위한 테스트 위임은 없습니다.
이 테스트 제공은 집에서 가족들이 테스트를 하고 싶었을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는, 교육구들과 이 테스트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는 아직 테스트들을 안 받았으며 다음주 늦게 받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테스트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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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격리 지침 변화
12월 27일에 질병 통제 센터는 COVID-19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 이 나온 사람의 격리
날을 10일에서 5일로 줄였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5일동안 추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COVID-19에 노출이 된 사람들에 격리 시간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https://www.cdc.gov/media/releases/2021/s1227-isolation-quarantine-guidance.html
질병 통제 센터에서 새로 주어진 지침들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와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학과는 아직 격리에 대한 지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시작
했을때와 같이,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와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 하과가
격리 지도를 업데이트 할때까지는 교육구 격리 조치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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