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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UHSD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에게,
새 학년을 시작하면서 COVID-19 팬대믹은 캘리포니아에서 아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이 나오면서 저희 학생들과 그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학과와 같이 나라와 주의 지침들과 미국 아동 보건학과와 한 목적을
향해 일하고 있습니다: COVID 전파를 주리고 학교를 최대한 열어놓는 목적입니다.
이 교육부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학교 청소, 매일 진단 확인, 직원 테스트를 사용하여 학생들과
직원들에 안전을 지킬것입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와 질병관리 본부의 지침을 따르면 벡신을 맞아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됩니다. 실내나 실외에서 전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을 막기위해 마스크 착용을 최대한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현재 데이터를 보면 백신을 안맞은 사람들은 전염률이 더 높음니다. COVID-19
방지에는 백신 만큼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현재 CDPH K-12 지침은 백신을 받을수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받고 못받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둘러싸는 것을 권장 합니다.
Newsome 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 보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명령은 공립 혹은
사립 학교에 직원들을 백신을 받았는지 확인 하고 안받은 사람들은 1주일 마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령 2021년 8월 15일 까지 적용 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 학과와 오렌지 카운티 공중 보건 학과 에 지침들외에는 양성 결과가 나온
사람들을 격리 하는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양성 결과가 나온 사람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학과에서 내린 지침을 따라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학교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아프시면 집에 계시고 학교에 증세나 아픈거나 전염이
가능한것 대해서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Newsome 지사에 명령을 교육부 에 있는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중요한 업데이트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16일 월요일에 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돌아오는것에 환영 합니다.
Sincerely,

Steve McLaughlin, Ed.D.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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