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9 월 20 일
가족 여러분께,
지난 주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와 공부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학생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대면 수업을
하게 되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어 정말 뿌듯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며 저희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전역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담은 이 비디오(vimeo.com/609642752/70f8506d67)를 통해 개학
첫 주의 멋진 경험을 저와 함께 나누어 보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2021-22 학년도 웹페이지(schools.nyc.gov/homecoming)에 집중적으로 안내해드린 보건 및 안전 조치
요약에 더해, 저희는 학교에서의 COVID-19 프로토콜에 중요한 두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

매주 검사하기. 9 월 27 일 월요일부터, 교육청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12 학년 사이 학생들의 무작위 COVID-19 검사 빈도를 격주에서 매주로 늘렸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업데이트된 검사 동의서를 제공해주신 학부모님들의 학생들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자녀분의 동의서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1-22
학년도 검사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셨다면 그 동의서가 계속 효력을 갖습니다.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들 중 하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o 뉴욕시 학교 계정(NYCSA)을 이용하여 양식 작성: schoolsaccount.nyc 또는
o 온라인 schools.nyc.gov/covidtesting 에서 해당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자녀분의
학교에 가져다 주십시오.

•

업데이트된 자가격리 정책. 또한 9 월 27 일 월요일부터, 질병 관리 및 예방 센터(CDC)의 최신 지침에
부합하여 저희는 교실에서 양성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전체 교실을 폐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성 반응을 보인 학생으로부터 3 피트 이상
떨어져있던 학생은 CDC 지침이 따라 밀접 접촉자로 고려되지 않으며 자가격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모든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백신은 우리 가정 및 커뮤니티를 COVID-19 로부터 보호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학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는 COVID-19 에 대비하여 9 월 27 일까지 모든 교육청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직원은 최소 1 회의 COVID-19 백신을 접종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12 세 이상의 학생을 위한 백신 접종 예약을 하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vaccinefinder.nyc.gov.
저희는 지속적으로 자녀분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것을 공유할 것입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와 대면
수업을 시작한 이번 학년도는 이미 멋진 출발을 하였으며 저는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것을 보게 되길 기대합니다.
협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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