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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20
직원, 학생 그리고 부모/보호자에게
풀러튼 조인트 유니온 고등학교 교육부는 오렌지 카운티에 건강 상태를 보고 그정보를 이용하여
20/21학년 학교 문들을 열수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요일에 캘리포니아 장관
Gavin Newsom은 카운티가 모니터링 리스트에서 14일 동안 없어야 학교 문들을 열수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는 모니터링 리스트에 있습니다. 장관은 모니터링 리스트에 없는
카운티는 다른 진침들을 주었습니다. 이 발표는 학교 문들을 안전하게 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020년 7월 23일에 FJUHSD이사회는 학교들을 일단 100% 원격 수업으로 시작 하는 것을 허가
했습니다.
새학년에 많은 상황들을 생각 해야 합니다. 현재 오렌지 카운티 는 모니터링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8월 11일 화요일에는 학교들은 1단계 100% 원격 수업으로 시작해야 주에
진침들을 따를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 학업 모델들을 주, 카운티 그리고 건강 보건학과들에 진침을 따라 학생들을 위해 변경
할것입니다..
2020-21학년 학교 문들을 열기 위한 3 단계:
1단계 - 100% 원격 수업 (모든 학생들은 집에)
●
●
●
●
●
●

오렌지 카운티가 모니터링 리스트 혹은 집에 있으라는 명령이 주어질때
쓰임.
8월 11일 부터는 모든 학생 집에서 수업을 들음.
출석은 매일 확인
매일 수업이 주어짐
참여할수있는 숙제
학생과 무보와에 의사소통

2단계 - 합친 수업 (A/B & C조)
●

수업을 2일 학교에서 듣고 3일은 빚에서 수업 혹은 5일 전부 집에서 수업
○ A/B조 - 수업을 2일 학교에서 듣고 3일은 빚에서 수업
○ C조 - 5일 전부 집에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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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카운티가 모니터링 리스트에서 14일 동안 없고 주에 진침들을
이루어졌을때 사용.

3단계 - 100% 정상 수업 (모든 학생)
●
●

캘리포니아가 4단계로 가고 오렌지 카운티가 허가를 주어졌을때 사용
정상 수업으로 들어감.

다음 학년 시작이 가까워 지면서 저희에게 도움과 지원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이든 학업을 들을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C저희는 모두와 함게
이상황들을 이겨낼것입니다. 저와 이사회는 모든 가족들에 지원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
저희는 모든 단계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학교 관리자들에게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문들을 다시 여는 과정은
여름동안에 알려들이겠습이다. 정보가 더필요하시면 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Sincerely,

Scott Scambray, Ed.D.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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