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9 월 13 일
가족 여러분께,
2021-2022 학년도를 환영합니다 - 우리는 이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지난 18 개월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낸 후 - 역사적인 우리의 전면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해, 개학 첫 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학교 교육감이 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는 또한 풀 타임으로 교실로 돌아가서 너무 행복해하는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아이의 경험은 제가 지난 20 년 이상 교육자로서 배웠던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떤 것도
교실에서의 학생과 교사 사이의 학업 경험을 대체할 수 없음. 이런 이유로 모든 학생들을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엄격한 학교 환경에서 환영할 수 있게 된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학교 개학 첫 날은 우리 학교 커뮤니티들의 진정한
홈커밍입니다.
저는 COVID-19 및 델타 변이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다시 한번 우리
학생, 가정 그리고 학교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는 학교 책임자, 공공 보건 전문가 및 노조 파트너들과 함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가지 예방
조치를 개발하여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학교들의 청소와 소독, 건물 내 환기 시설의 조사와 인증 및 직원 및 학생 대상 정기적인 무작위 COVID-19
검사 관련 질병 관리 센터(CDC)의 지침을 충족하거나 초과하였습니다. 저희는 마스크가 질병의 전파를 막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스쿨 버스 승차 중이나 학교 안팎 어디에서든지 모든 학생 및 직원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학생들이 질병에 따른 예외를 인정 받지 않는 한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COVID-19 백신은 여러분과 가족을 COVID-19 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12 세 이상 모든 뉴욕 주민들은
무료로 COVID-19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NYC Test & Trace Corps 및 NYC 보건정신위생부가 협력하여
12 세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전체 학교에서 개학 첫 주 동안(2 차 접종은 10 월에 시작 예정) 자격을 갖춘 뉴욕
주민들은 Pfizer-BioNTech(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약하실 필요가 없으며 귀하의 학교 또는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백신 접종 장소 및 시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schools.nyc.gov/covid19.
교육청의 2021-2022 학년도 최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노력은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homecoming.
저는 여러분께서 저 처럼 개학 첫 날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전반에 걸쳐 교실을
방문하고, 학생들, 가족들 및 교육자들을 환영하며 지금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축하할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제 옆에 모시고 개학 첫 날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력하며,

미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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