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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UHSD 학생 학부모/보호자에게,

풀러튼 조인트 유니온 고등학교 교육구는 학생과 직원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나눌려고합니다.현재
COVID-19 사건들과, 접촉 발견, COVID-19 사건 전달, 주와 카운티 지침 지키기, 그리고
청소와 소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는 학교 지역사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적었습니다.

COVID-19 현재 케이스: 대시보드
풀러튼조인트유니온고등학교교육구는 COVID-19케이스에대한정확한정보를주면서
학생과 직원 정보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매일 현재 COVID-19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교육구 웹사이트에서 찾을수
있으며, COVID Dashboard 탭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교육구 사이트들과 현재
사건들을보여주고있습니다.교육구는현재그리고과거케이스를총합한데이터도갖고
있습니다.

직원 백신 증명과 COVID 테스트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 명령을 따르기 위해 (2021년 8월 11일 주지사 명령), 저희
교육구는 2021년 10월 18일 까지 직원들이 백신을 맞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백신을
안맞은 사람들과 맞았는지 확인이 안된 사람들은 안맞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교육구는
현재 직원들에 백신 상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15일까지 백신을 안 맞았거나
확인이 안된 직원들은 2021년 10월 18일 부터 매주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자율 학생 백신 증명
예방적으로 활동 하기위해 교육구는 자율적으로 학생 백신 증명을 하기위해 Qualtrics를
사용합니다. Qualtrics는 학생과 직원에게 증상 확인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증명
자율적이며 딱 한번만 하면 됩니다.

이 증명에 대답은 Qualtrics에 안전하게 그리고 HIPPA를 지키면서 저장합니다. 이것은
매일 확인 하는 증상 확인과는 다릅니다. 교육구는 다른 기록이나 서류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증명을 하면 교육구는 더욱 신속하게 COVID-19 캐이스를 처리하고
학생이 학교에 빨리 돌아올수있게 도와줍니다. 현재 COVID-19 캐이스가 확인이 되면
학생에게 백신을 맞았는 지 물어 봅니다. 이 예방적인 방법은 학생이 더욱 더 빨리
돌아오는 시간을 추정 할수있게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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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반응에 대한 통지
양성 반응이 나오면 학교나 교육구 관리자가 영향 받은 사람들에게 연락 할것입니다.
액션이 필요한 경우 격리 방법과 다른 정보를 보낼것입니다. 영향 받지 않은 학생들은
통지를 안받을것이고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학교 지역사회와
교육구 관리자에게 새 캐이스 대헤서 나눌것입니다. 교육구는 확인된 COVID-19 케이스
대해 얘기 할 것 입니다.

알아야 할것들
안전 계획에 더하여 COVID-19 확진을 막기 위해 가족들은 손을 씻고, 거리 유지를 하며,
마스크를 사용을 권장 합니다. 가족이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오거나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있다면학교에연락해주시기를바랍니다.자녀가 COVID-19증상을보이면집에
있고 테스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COVID-19 증상을 보인 사람은 최소 10일 그리고 약에 도움없이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학교로 돌아 올려면 의사로부터 노트를 받아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프면 집에 있기 바랍니다. 학교들은 학생의 정보를 지키며
학생이 교육을 받을수있게 노력 할것입니다.

추가 도움되는 정보
COVID-19 추가 정보는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 학과에서 볼수 있고 COVID-19 건강
번호도 있습니다.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

이정보를 읽고 학생들과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Sincerely,

Steve McLaughlin, Ed.D.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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