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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UHSD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학구는 COVID-19라고도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지금 

COVID-19 의 지역사회 전파에 대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학구는 학교,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공유해 왔으며 

계속해서 Orange County Department of Education(OCDE,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CDE, 캘리포니아 교육부), 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오렌지 카운티 의료 에이전시)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질병 관리 예방 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 

2019(COVID-19)를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에 대응하고자 미국 유아 교육 프로그램 및 K-12 학제 관리자용 임시 

지침인 Interim Guidance for Childcare Programs and K-12 Schools(유아 교육 프로그램 및 K-12 학제용 임시 지침)를 

발표했습니다. 
 
CDC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 당국은 현재 COVID-19가 미국의 지역사회에 유입되고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중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 보건부와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학교 

공동체 내의 질병과 그 잠재적 전파력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 

보건 당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과 교직원 간의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 보건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계획을 검토해 특별 건강 요건이 있는 

이들을 포함하는 학교 공동체 전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의 계획은 교육 및 학습 방해를 최소화하고 

학생과 직원을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계획은 전염병의 발생 전, 

발생 중, 그리고 발생 후 전략을 포함하는 생활 실천 내용(예: 손 위생 장려, 결석 감독, 정기적인 소통)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OCDE 의 최고 홍보 책임자는 2020년 3월 2일, 오렌지 카운티 내 모든 학구에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FAQ 링크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juhsd.org/cms/lib/CA02000098/Centricity/Domain/4/FAQs on potential school closures.pdf 
 
OCHCA는 상식적인 공중 보건 조치 실천을 다시 한 번 권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specific-groups/guidance-for-schools.html
https://www.fjuhsd.org/cms/lib/CA02000098/Centricity/Domain/4/FAQs%20on%20potential%20school%20closur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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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비누와 물로 최소 20 초간 손 씻기.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알코올 성분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아픈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기. 

● 아프면 집에 머무르기. 

● 기침이나 재채기는 휴지로 가려서 하고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 자주 만지는 물건이나 표면 청소하고 소독하기. 

 

추가 정보/자료 

다음 정보는 오늘 아침 Orange County Health Care Agency(오렌지 카운티 의료 에이전시)의 Facebook 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게시 내용:  “유언비어 통제: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로스앤젤레스 

공중 보건부)는 LA 방문객에게 COVID19로 인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렌지 카운티(OC) 학구와 마찬가지로 현재 LA 지역에 예정된 현장 학습을 취소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승인된 현장 학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승인된 현장 학습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학생은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저희 학구 간호사 한 분이 만드신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FJUHSD Wellness Covid19  3-5-2020.mp4 
 
저희 학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시기 적절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8FiciNuZD6Z4zW9QQvLJ_C_fBsCRnG1/view?ts=5e6141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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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Scott Scambray, E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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