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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UHSD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마스크 위임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리고싶습니다.캘리포니아는공중마스크위임은 2022년 2월 15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K-12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합니다. 2월 28일
월요일에 주 담당 보건학 관리자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캘리포니아 보건학 관리자들은 2주동안 COVID-19 데이터와 상황들을 검토하고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2월 14일 얘기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학교에 있는 동안은 학생들과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2월 14일에 오후 기자회견에서,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 장관 Dr. Mark Ghaly는
마스크 위임 없에기 위한 조건은 예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는 케이스 숫자,
양성 반응수, 입원자수,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에 수를 보고 2월 28일에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위임에서 권장으로 바꿀수 있는 날을 예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지속적으로 있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마스크 위임을 없애는 냐에 질문은
아니고, 언제 없애는 냐라고 얘기 했습니다.

●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는 큰모임이 있을경우 COVID-19 전염이 안될수 있는
예방법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예방버들은 큰모임을 피하거나, 환기가 잘 되게
하거나, 손씻기, 마스크 착용, 맥신 맞기 그리고 부스터 맞기를 예기 합니다.

● 현재 경향을 보고 오렌지 카운티교육감연합이 2월 11일금요일에,캘리포니아장관
그리고 공중 보건 학과에게 마스크 착용 위임과 COVID-19 절차들을 언제 줄일수
있을지 날짜를 발표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교육구들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학과 그리고 캘리포니아 장관이 내린 절차들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 Dr. Ghaly는 학교들의 마스크 착용을줄이는것이맞다고생각할수있지만,첫단계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날짜를 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 사회들은
조금더 강한 절차들을 지역상황에 따라 사용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 캘리포니아가 Omicron에서 벗어나면서, 캘리포니아 장관 Gavin Newsom은
캘리포니아 판데믹 절차에 다음 단계에 SMARTER Plan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자
회견에서 Newsom 장관은 2월 28일 월요일에 K-12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위임을
없에는 날을 발표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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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봄학기 실내운동에서는 (남자 배구) 매주테스트를받아야합니다.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학과는 백신을 맞지 않거나 확인이 안되고 테스트를 거부 하는 학생들은
경기와 연습때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보를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캘리포니아 장관과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 장관은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에 대한 업데이트를 2월 28일 월요일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되고 나서 FJUHSD
지역사회에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Sincerely,

Steve McLaughlin, Ed.D.
Superinten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