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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FJUHSD 직원, 학생, 부모/보호자에게,
2020년 9월 22일 부터 풀러튼 조인트 유니온 고등학교 교육부는 공연 예술 과 스포츠를
위해, 실내 시설들을 여를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캘리포니아 교육부, 전국 고등학교 운동 협회 (NFHS), 스포츠 의학 자문위원회
(SMAC), CDE 예술 교육 지침 2020/21,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에서 주어진
COVID-19 진침들을 따를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 활동은 일주일은 최대 5일 할수있습니다
(토요일도 가능). 진침들을 보기 위해 교육부 웹사이트 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진침들을 따를 것입니다. 스포츠 활동과 공연 예술은 자발적 입니다.
점유 진침:
체육관:
● 학생 최대 30명
수영장:
● 학생 최대 25명
덴스 룸:
● 학생 최대 20명
왜이트 룸:
● 학생 최대 25명

체력 단련실:
● 학생 최대 25명
밴드룸:
● 학생 최대 20명
● CDE 예술 교육 지침 2020/21을
따를 것
극장:
● 학생 최대 20명
● CDE 예술 교육 지침 2020/21을
따를 것

스포츠 활동 하기 위한 필수 사항과 지침:
● 모든 코치와 활동 직원들은 규칙과 바라는 목적 들을 학교 미팅에서 들을것입니다.
● 가 스포츠와 활동은 지침을 따르는 계획을 새우고 각 학교 운동 디렉터와
관리자들에게 허가를 받을것입니다.
● 운동 허가: 모든 운동 선수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 검사 서류는 각 학교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류들을 이 링크에 제출할수 있습니다:
athleticclearance.com
● 스포츠나 활동을 참가 하기 위해서는 학교문 여는 책임 면제 서류를 부모가
사인하고 코치, 스포츠 관리자, 혹은 책임자에게 주면 됩니다. (English, Spanish,
Korean)
● 사물함 방은 화장실외에는 쓸수 없습니다.
● 참가자들은 6피트 거리를 두고 참가 할것입니다. 이 지침은 항상 지켜야 합니다.

.

스포츠 와 활동을 위해 실내 시설 열기
2
● 개인 물건 (물통, 공, 수건, 등)은 나누어 쓸수 없습니다. 기구들은 한번 쓰고 직원,
코치, 학생들이 바로 딱을것 입니다.
● 학생들은 연습전, 연습중 그리고 연습 후에는 항상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야
합니다.
● 연습 장소에 관람자는 참여할수 없습니다.
● 부모와 가족들은 학생 픽업할시 차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은 참가 할수 없습니다.
● COVID-19 양성반응이 나올경우 연습은 취소 되거나 다음 시간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 Aeries를 통해 연습에 관한 통지를 받을수있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시설에 쓰는 청소 과정:
● 청소를 규칙적으로 하여, 스포츠난 활동을 하는 시설들을 안전하게 할것입니다.
● 참가자들이 시설을 들어가기 전에, 시설들은 청소와 소독 될 것입니다 (의자,
미팅룸 가구, 장비, 화장실, 트레이너 룸 책상, 등).
● 연습하기 전에나 시설들을 만지기 전에 참가자들은 손을 따뜻한 물에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 참가자들이 장소를 운길때마다 손을 소독 할수있게 소독제가 마련될것입니다.
● 외이트룸 장비는 사용하기전에 소독될것입니다.
● 땀이 시설에 전달 되지 않도록, 적당한 옷과 신발을 입고 신을것입니다.
● 학생들은 연습 후에 집에 가서 바로 샤워 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 학생 스포츠와 활동 참가는 자발적 입니다.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참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Sincerely,

Scott Scambray, Ed.D.
Superint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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