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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UHSD 직원, 가족 여러분과 지역 사회 주민 여러분께,  

FJUHSD는 학생과 직원 여러분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 지난 2년 

간 COVID-19 관련 조치를 취한 것 이외에도 교육구 전체에서 안전 프로토콜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내 보안 인력을 늘리고, 지역 법률 집행 기관과의 조율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안전 및 위험 관리 책임자 직위를 새로 마련하고, 탄탄한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 건강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원 훈련을 실시하며 카운티와 교육구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낼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왔습니다.  

이곳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 사회와 카운티 내 학교에서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과 관련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 무지개 펜타닐로 불리는 다채로운 색의 펜타닐 확산 

추세도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FJUHSD에 보고된 펜타닐 노출 사건은 없었지만 저희는 

지역 사회가 펜타닐과 다른 위험 물질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FJUHSD 학생의 사망 원인이 펜타닐 과다복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최근 뉴스 보도도 

해당됩니다. 현재 또는 전 FJUHSD 학생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희생자와 관련 있는 가족, 

친구,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망을 인지하고 FJUHSD 

위기 대응팀이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원과 리소스를 제공하며 활동 중이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최근 수 년간 저희 교육구는 마약과 불법 약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과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마약과 불법 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프로그램, 관례를 도입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학교마다 풀타임 학생 담당 경찰관(SRO)과 추가 교내 보안 인력을 두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교내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였습니다.  

● 반입 금지품 탐지견이 학교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마약이나 불법 

약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정 구역에서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교내 대기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를 관리자에게 알립니다. 

● 현재 교육구 간호사들은 현재 교내에서 날록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날록손은 

헤로인과 펜타닐, 처방 오피오이드 약물을 비롯한 오피오이드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작용을 역전시켜 주는 구명 약품입니다. 

https://www.samhsa.gov/medication-assisted-treatment/medications-counseling-related-conditions/naloxone
https://www.samhsa.gov/medication-assisted-treatment/medications-counseling-related-conditions/naloxone


2022/10/11 FJUHSD 안전 관련 업데이트 사항 

2페이지 

1893년부터 우수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부에나 파크, 풀러튼, 라 하브라, 로웰 공동 교육구 담당 

● 2022년 10월 18일 풀러튼 경찰서와 라 하브라 경찰서, 부에나 파크 

경찰서는 서니 힐즈 극장에서 펜타닐과 기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부모 

교육과 기타 안전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부모 교육 및 

안전 회의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레드 리본 주간(Red Ribbon Week)에는 현재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gency, DEA)에서 홍보 중인 “단 한 알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FJUHSD에서는 학생이 우려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앱 기반 시스템인 FJUHSD STOPiT을 통해 누구든 

개인이나 학교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학교 관계자에게 익명으로 보고하거나 알릴 수 

있습니다. 펜타닐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러한 익명 툴을 이용해 동료 학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마약 중독이나 남용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의 리소스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DC 펜타닐에 대한 사실과 조언, 리소스.  

● Care Solace는 FJUHSD 가족과 직원을 위한 온라인 리소스로 상담원이 연중무휴로 상시 

근무하며 정신 건강 관련 지역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Care Solace와 다른 FJUHSD 정신 건강 파트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FJUHSD 부모 워크숍, 모든 부모가 알아야 할 안전 도움말, 풀러튼, 라 하바라, 부에나 

파크 경찰서 주최 

● DEA 회복을 위한 리소스 

● 단 한 알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캠페인 

● 질병 관리 센터(CDC) 펜타닐에 대한 사실 

● 함께 펜타닐과 싸우는 포럼, OC 경찰 아카데미 

저희 학생들을 펜타닐과 최근 퍼져 가는 다른 위험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이나 우려 사항, 공유하기 원하는 정보가 있으시면 학생의 학교 

행정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eve McLaughlin, Ed.D.  
교육감  

 
SM/lh 

https://www.dea.gov/onepill
https://www.dea.gov/onepill
https://www.fjuhsd.org/Page/3458
https://www.cdc.gov/stopoverdose/fentanyl/index.html
http://www.caresolace.com/fjuhsdfamilies
https://www.fjuhsd.org/Page/3458
https://www.fjuhsd.org/Page/5328
https://www.dea.gov/recovery-resources
https://www.dea.gov/onepill
https://www.cdc.gov/stopoverdose/fentanyl/index.html
https://www.eventbrite.com/e/fighting-fentanyl-together-education-prevention-and-intervention-in-oc-tickets-4287390189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