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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7일,

FJUHSD 가족 그리고 학생들에게

새해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주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서 건강하고
좋은마음으로 돌아왔기를 바랍니다. 현재많은산화들이바뀌면서저희가학교에서활동
하는 것에 수정하는것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현재 원래 수업들을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생들은 많은 대체 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학생들이 보호를 받고 수업을 할수있게 작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하여, 저희는 운동 경가들과추가활동들을안전하게진행할수있게관찰하고있습니다.
다른 날짜로 바뀐 이벤트들 대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는 현재 모든
추가활동을 관찰하며 안전할때 다시 활동들을 하는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주 드리고
지나갈 다음 날들에는 COVID-19 와 Omnicron 변종을 지켜보면서, 지금 새로운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FJUHSD는 계속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학과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가전해주는
COVID-19 와 변종들에 대한 진침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지침은 마스크 착용,
빠른 접촉 확인, 그리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의 백신 맞지 않은 직원들과 학생들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희는 Qualtrics를 이용해 매일 직원과 학생들에
건강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FJUHSD는 이 모든
상황들을 확인 하며 학생, 직원 그리고 가족들이 안전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입니다. 모든
학생들과 가족들이 좋은 한주를 보내셨고 두번째 학기를 잘 시작 하셨기를 바랍니다.

Sincerely,

Steve McLaughlin, Ed.D.
Superintendent

Excellence in Education since 1893
SERVING BUENA PARK, FULLERTON, LA HABRA, LOWELL JOINT SCHOOL DI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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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받는 방법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를 소셜 미디어에서 받으세요:

인스타그램:  fullerton_joint_union_hsd

트위터:  @fjuhsd

페이스 북: Fullerton Joint Union High School District

웹사이트: www.fjuhsd.org

백신 위임장 없음

10월에 Newsome지사는 K-12학생들에게 백신을 받는 작전을 알려주면서, 법적인
절차가 아닌 경우 개인 믿음으로 인해 안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2021년 12월 8일
Newsome 지사는 다시한번 캘리포니아 주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기를 바라고, 위임이
있어도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옵션을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내리는 위임은, 종교와 의학적 며제도 있지만, 개인 믿음 면제도 있어서
가족들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https://newsroom.ocde.us/coronavirus-update/

현재, FJUHSD는 2021-2022 학년에는 백신 위임을 실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관리자들이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 하때, 모든 사람들은 마스크 사이즈와 필터를 생각하고, 가능하면 KN95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 하면 좋습니다. KN95 마스크는 저희 교육구에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 됩니다.모든 직원과 학생들은 실내 이벤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5일 까지는 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12월에 다시 복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원과 전염이 증가 하면서 2022년 2월 15일 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Mark Ghaly 의사,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장관이말했습니다.이위임은백신을
맞았어도 해당 됩니다.

격리 지침 업데이트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학과: COVID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은 5일동안 자가 격리를 하고 증상이
좋아지고 COVID 테스트 (Antigen 권장) 받아서 음성 반응 이 나오면 5일 뒤에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올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받지 않으면 격리 기간은 10일

http://www.fjuhsd.org
https://newsroom.ocde.us/coronavirus-update/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1-12-13/california-orders-statewide-mask-order-starting-wednesday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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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로 돌아와서는 밥 먹을때 외에는 10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접촉: 접촉을 한 사람들은, 백신을 맞았고 증상이 없을경우, 위에랑 같은
지침을 따르면 됩니다. 접촉을 하고 백신을 안맞고 테스트를 안받은 사람들은

10일동안 격리 해야 합니다. 증상은 14일 동안 확인하고 접촉 했으면 10일동안
밥먹을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 업데이트

필요하지 않은 활동 연기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필요하지 않은 활동, 어셈블리, 팀 저녁, 혹은 오픈 하우스 들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이 연기는 임시적이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학업, 운동 혹은 학교에
필요한 활동에 집중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학교 교장 선생님께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현재 할수 있는 활동들은 하고 연기가 된 활동들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 지침 업데이트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는 메가 이벤트, 사람수가 많아 다른 진침을 발동하는
이베트에 조건들을 내렸습니다. 2022년 1월 15일부터는 메가이벤트를실내 500명혹은
실외 5000명으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가 12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실내
1000명, 실외 10000명이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학교들에 관리자들과 실내 이벤트들이
500명 이하로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지속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라고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가 말했습니다. “실내 큰 이벤트 들은
더 심한 전염을 할수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가성이 필요하다.” 메가 이벤트에 대한
업데이트는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 웹사이트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k-12 학생들을 위한 무료 COVID-19 테스트 업데이트

겨울 방학에 얘기 했듯이 학생들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로 부터 무료 COVID-19
테스트 키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들은 증상을 보이거나 접촉을 했을거 같은
우려를 받았을때 자율적으로 할수 있게 제공 되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들은 자율적이며
다른 테스트 방법을 제공 합니다. FJUHSD는 테스트 결과를 관찰하지 않을것이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도와줄수있는 자료들을 제공 할것입니다. 이 통지서가 나갈때에
FJUHSD는 총받아야 할 테스트 키트 중 40%를 받았고, 테스트 전달할 때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on-Isolation-and-Quarantine-for-COVID-19-Contact-Tracing.aspx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Beyond-Blueprint-Framework.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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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COVID-19 테스트 옵션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covid-19-testing

오렌지 카운티 백신 받을수 있는 곳

SSA Central Office
2020 W. Walnut St. Santa Ana, CA 92703: 10:00 a.m. - 6:00 p.m.

OCC Ronnenberg Center
2701 Fairview Rd. Costa Mesa, CA 92626: 8:30 - 4:30 p.m.

St. Anthony’s Church
1450 E. La Palma. Anaheim, CA 92805: 10:00 a.m. - 6:00 p.m.

Gilbert High School
1800 W. Ball Rd. Anaheim, CA 95804: 4:00 p.m. - 8:00 p.m.

https://occovid19.ochealthinfo.com/covid-19-te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