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최신 현황 안내
 اعرض هذه الوثيقة باللغة العربية/ এই নথি বা ডক্যুমেন্টথি বাাংলায় দেখযন /
查看本文件的中文版 / Consultez ce document en français / Gade dokiman sa a an kreyòl
ayisyen / 이 문서를 한국어로 보기 / Consulte este documento en español /
Перевод документ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 می مالحظہ کریں
یہ دستاویز اردو ں
schools.nyc.gov/messagesforfamilies

2021 년 9 월 13 일-17 일 주간
저희는 교실로 돌아온 학생들을 환영하고 이번 주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번 주는
뉴욕시 전역의 학교들에서 학생, 교사, 교직원 및 가족이 다시 이어지는 즐거운 홈커밍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사회적, 감성적 그리고 학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원적인 교실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2021-22 학년도의 최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schools.nyc.gov/home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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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양식
보건 스크리닝 방법
매일 학교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반드시 COVID-19 증상이 없으며 최근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필수 격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보건 스크리닝 양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매일 자녀분을 등교시키기 전에 핸드폰에 healthscreening.schools.nyc 을 북마킹하여 빠르고 쉽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의 최신 검사 동의서 제출
자녀분을 학교 COVID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시려면 귀하께서는 반드시 자녀분의 갱신된 검사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음 뉴욕시 학교 계정(NYCSA)을 이용하여 양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schoolsaccount.nyc
• 다음 온라인에서 해당 양식을 내려 받으십시오: schools.nyc.gov/covid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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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학교 계정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십시오
학교 폐쇄, 정책 업데이트 및 여러분의 학군 또는 뉴욕시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포함한 교육청의 중요한 최신
발표 내용을 숙지해 주십시오! 뉴욕시 학교 계정(NYCSA) 포털에서 여러분의 학생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상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학생의 성적, 시험 점수 및 그 밖의 정보 검색
•
학부모 대학(Parent University)에서 클래스 수강
•
자녀분을 위한 양식 활용
•
자녀분의 교육청 계정 비밀번호 재설정
상세 정보 검색: schools.nyc.gov/nycsa

COVID-19 백신 접종 및 검사
백신 접종
백신 접종은 귀하와 가족을 COVID-19 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12 세 이상의 모든 뉴욕
주민은 COVID-19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자녀가 12 세 이상이며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보건 정신 위생청(DOHMH) 및 교육청에서는 vaccinefinder.nyc.gov 에서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 예약을
하시기를 강력 권장합니다. 최신 교육청 백신 정보 검색: schools.nyc.gov/covid19.
고 위험 특별 스포츠 및 기타 고 위험 특별 활동에 참여하는 12 세 이상의 학생들은 2021-22 학년도에 동안
이들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백신을 접종하여야만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2021health
학교 방문객 규칙 재 안내: 12 세 이상의 모든 방문객들은 반드시 최소 1 회 이상의 COVID-19 백신 접종
증빙을 학교 건물에 출입하기 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문객에 교육청 건물 안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청(DOE) 백신 접종 포탈
자녀분의 교육청 계정 정보를 활용하여, 자녀분의 백신 접종 카드 이미지 또는 NYC Excelsior Pass 를
교육청의 백신 접종 포털에 업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vaccine.schools.nyc. 이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뉴욕시의 전염병 대응 및 회복 노력을 지원하고 저희 학교 커뮤니티를 건강하고 안전한 곳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교내 COVID-19 검사
지난 학년도에 시범을 보인 안전 조치를 지속하며 저희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 학년에서 12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COVID-19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양성 케이스가 발생하였다면 학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분을 학교 검사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시려면 귀하는 반드시 자녀분의 갱신된 검사 동의서를 자녀분이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뉴욕시 학교 계정(schoolsaccount.nyc)에서 양식을 작성하시거나
온라인 schools.nyc.gov/covidtesting 에서 양식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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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자가 격리 지침 및 원격 수업
자녀분의 학교에서 COVID-19 양성 케이스가 발생하였다면
저희는 저희 학교와 교실을 수업을 위해 개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으며 저희는 저희 학교
커뮤니티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며 자녀분을 위한 교육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분이 COVID-19 에 노출되어 격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에서 양성 케이스가
발생하였다면:
•

초등학교: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격리를 하도록 했다면, 학생들은 격리 기간 동안 원격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아래 “원격 수업” 섹션에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최소 12 세 이상의 학생들이 백신을 접종 하였으며 그리고:
o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대면 수업을 위해 학교에 등교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COVID-19 에 노출된 날에서 3 일에서 5 일 후 COVID-19 검사를 받도록 장려합니다.
o 증상을 보인다면 10 일 간 격리하도록 안내 받습니다. 이 학생들은 격리 중 원격 학습에
참여합니다.
o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들은 10 일 간 격리하고 지속적으로 원격으로 수업을 받을 것입니다.
격리 5 일차에 학생들은 COVID-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7 일차에 대면 학습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보건정신위생청(DOHMH)에서 학교에 전염이 만연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학교들을 닫을 것입니다. 건강
및 안전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가 닫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원격 수업
응급 학교 또는 클래스룸 폐쇄의 경우 이것이 건강 또는 날씨에 관련된 응급 상황(예를 들어 COVID-19 양성
케이스 발생 또는 폭설)인지에 관계 없이, 클래스들은 일정 기간 동안 원격 학습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

전체 클래스룸이나 학교가 휴교 조치될 때 수업은 원격으로 실시간 진행될 것입니다(동기 수업).

•

일부 경우 클래스룸 일부만 폐쇄되어 소수 그룹의 학생들만 격리가 요구된다면 기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대면 수업을 위해 등교할 것입니다.
o 대면 수업을 위해 등교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정규 대면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o 자가 격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디지털 클래스룸에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비동기
수업).
o 자가 격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또한 특정 업무 시간 동안 교사들과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업무 시간 동안 출석이 필요하지 않으며 출석할 수 없다면 교사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무 시간 동안 교사들은 개별 또는 소규모 개인지도, 과제
검사 및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 11 월 2 일 화요일 - 학교 건물이 폐쇄되지만 학생들은 원격 비동기 과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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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받기
등록
자녀분을 위한 초등학교 도는 중학교가 여전히 필요하십니까? schoolsearch.schools.nyc 에서 귀하의 존
학교를 찾아 해당 학교에 등록을 위해 직접 연락하십시오. 존 학교가 없으신가요? 자녀분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 및 주소를 적어 ESEnrollment@schools.nyc.gov(K–5 학년 용) 또는
MSEnrollment@schools.nyc.gov(6–8 학년 용)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아직 3-K 또는 pre-K 배정을 받지 못하셨다면 MySchools.nyc 에서 자녀분을 프로그램의 대기명단에
추가하십시오 - 숫자 제한 없이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녀분에게
배정을 제의한다면, 직접 연락 드릴 것입니다.

랭귀지 액세스(Language Access)
여러분께서는 자녀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언어로 정보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귀하 또는 지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학교의 교장 또는 학부모 코디네니터에게 문의하거나
교육청에 (718) 935-2013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Hello@schools.nyc.gov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상세한
정보 및 랭귀지 액세스 학부모 안내서를 포함한 중요한 리소스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schools.nyc.gov/hello.

학부모 코디네이터
자녀분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학교 프로그램 및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한 양식을
작성하며 갖고 계신 어떤 문제를 교장에게 표명하기 위한 업무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찾기 툴을
이용하여 자녀분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find-a-school.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 연락 정보는 각 학교의 페이지 일반 정보(General Information)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지원
지난 해, 교육청에서는 500,000 개 이상의 학습 기기를 배포하였으며 더 많은 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기기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교와 논의 하셔야 합니다. 받은 기기의
수리 및 받은 기기를 교육청에 돌려 주기를 포함한 기기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교육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schools.nyc.gov/DOEdevices.
줌, 구글 및 기타 학습 플랫폼을 포함한 교육청의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모든 학생은 OneAccount4All
계정(교육청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schools.nyc.gov/studentaccounts.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nycenet.edu/technicalsupportforfamily 에서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시거나 헬프 데스크 (718) 935-5100 번으로 전화하여 옵션 5 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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