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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3일 

FJUHSD 는 현재 건강 위기로부터 학교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공중 보건 전문가의 진침들을 
따랐습니다. 현재 저희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수 있게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부터 저희는 원격 학습 모델 (온라인 수업)로 하겠습니다. 원격 학습 모델은 
보통 학습과 많이 다르며, 원격 학습 모델이 필요 할수 있다는 생각에, 선생님들이 3월 16일부터 20일 
까지 교육을 전달 할수있도록, 저희는 선생님들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학교 이벤트나 활동들은 취소 되었거나 날짜 변경 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은 오전 10시- 오후 2시까지 제공 됩니다. 

FJUHSD의 2주간 스케쥴입니다 

● 2020년3월 12일: 학교 정상 운행 
● 2020년 3월 16-20일: 모든 학교 원격 학습 (온라인 수업) 
● 2020년 3월 23-27일: 봄방학 – 학교 없음 
● 2020년 3월 30일 – 학교 정상 운행 (미결정) 

원격 학습 계획 

● 학교 수업 시간 
● 모든 수업은 정상 학교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 참석합니다 
● 대부분 수업들은 구글 크라스룸으로 진행이 될것이며, 수업 과정은 매일 지금 정해진    선생님이 
전달할 것입니다. 

● 선생님들은 정상 수업 시간과 똑같이 온라인에 있을것입니다. 
● 학습과 숙제는 컴퓨터로 할것이며 선생님은 학습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성적을 줄것입니다. 
● 학교 직원들은 이메일을 하루에 한번씩 확인할 것이고, 부모로 부터 온 이메일은 24 시간 내로 
대답할것입니다. 집에 와이파이가 없으시면 학교 관리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요. 

● 직원들은 정산 시간으로 출근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습이 진행은 될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는 이메일을 자주 확인 하며, 
학교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받기 바랍니다. 학생이나 부모가 학교 관리자나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건강 관리자가 다른 정보를 주기 전까지는, 
저희 학교들은 정상 학교 운행 시간에는 열려있을 계획 입니다. 

이 계획이 일주일 동안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학습 할수 있다고 확신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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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은 많은 감정을 만들수 있다는 판단에, 이과정을 격고있는 부모와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이 
자원들을 드립니다. 

● CDC의 COVID-19 정신 건강 관리 
● The Child’s Mind Institute 아이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해 얘기하기 
●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아이에게 COVID-19 대해 얘기하기 학부모 자원 
●  SAMHA’s 감염성 병균이 있을때 스트레스 관리 

예방 관리법 

지금 현재 COVID-19 백신은 없습니다. Covid-19 질병을 방지하는 최고에 방법은 바이러스를 피하는 
것입니다. CDC는 매일 호흡기능 질병 예방 방법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진 건강 관리법 
입니다. 

● 직장에 아픈사람이라 거리를 두세요. 
●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 아프시거나 아는사람이랑 접촉 했을경우 집에 계세요. 아프시거나 학교 수업 참석 못할시 학교에 
연락을 주십시요. 

● 휴지로 재채기 나 기침을 가리시고, 휴지는 쓰레기 통에 버리세요. 
● 자주 만지는 구간이나 물건들은 자주 소독 하세요 
● 손을 비누로 자주 씻으세요. 특히 화장실을 쓰거나, 바드시기 전, 코풀거나, 기침, 혹은 재채기 할 
때 손을 씻으세요. 

● 비누나 물이 없을때 알코올 60% 되는 손 소독제를 쓰세요. 손이 더러울 경우 깨끗이 비누랑 물로 
씻으세요. 

● 손 씻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CDC 손씻는 정보 웹 사이트를 보세요. 
● 건강 관리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CDC 건강 관리 손위생법을 보세요. 
●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피할수 있는 매일 필요한 좋은 습관 입니다. CDC는 여행자를 위한 
진침들이 있습니다. 

봄방학 동안 

● 봄방학 여행계획 하실때 CDC 여행 지침들을 주의 하십시요. CDC에는 여행 제한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자주 업데이트 합니다. 

● 봄방학에 학교 여행은 취소 됐습니다 (미국 내 여행도 포함). 
● CDC 여행 제한을 따르면 밑에 나라들에 여행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밑에 나라들에 여행을 
가실경우 그 학생이랑 가족들은 14 일동안 학교에 오실수 없으십니다. 

○ *중국, 홍콩, 이란,이태리, 일본, 그리고 한국 

자녀에 교육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위기동안 모든 학생이 최선에 학습을 받을수있게 
준비 했습니다. 

Sincerely, 
 

 
V. Scott Scambray, Ed.D. 
Superintendent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cop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cop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cop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cop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cop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coping.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about/coping.html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childmind.org/article/talking-to-kids-about-the-coronavirus/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www.nasponline.org/resources-and-publications/resources-and-podcasts/school-climate-safety-and-crisis/health-crisis-resources/talking-to-children-about-covid-19-(coronavirus)-a-parent-resource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store.samhsa.gov/system/files/sma14-4885.pdf
https://www.cdc.gov/handwashing/
https://www.cdc.gov/handwashing/
https://www.cdc.gov/handwashing/
https://www.cdc.gov/handwashing/
https://www.cdc.gov/handwashing/
https://www.cdc.gov/handhygiene/index.html
https://www.cdc.gov/handhygiene/index.html
https://www.cdc.gov/handhygiene/index.html
https://www.cdc.gov/handhygiene/index.html
https://www.cdc.gov/handhygiene/index.html
https://www.cdc.gov/handhygiene/index.html
https://www.cdc.gov/handhygiene/index.html
https://wwwnc.cdc.gov/travel/notices/warning/novel-coronavirus-china
https://wwwnc.cdc.gov/travel/notices/warning/novel-coronavirus-china
https://wwwnc.cdc.gov/travel/notices/warning/novel-coronavirus-china
https://wwwnc.cdc.gov/travel/notices/warning/novel-coronavirus-china
https://wwwnc.cdc.gov/travel/notices/warning/novel-coronavirus-china
https://wwwnc.cdc.gov/travel/notices/warning/novel-coronavirus-china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