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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열며 드리는 약속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학교에
개인보호장비(PPE)와
세정용품이 지급될 것이며,
DOE 에서는 항상 30 일분을
비축해 놓을 것입니다 –
학교장들은 핫라인을 통해 이
용품들의 즉시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 손 세정제 가


 모든 공립학교 건물에는
풀타임 간호사가 배치될
것입니다.



 환기가 잘 안되는 학교
건물이나 교실은 학생이나
교직원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모든 학교
건물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 일과
내내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입니다. 없으면 무료로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일과의 대다수
시간을 가능하면 파드(pods)에
머물 것입니다.



비치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COVID
검사소에서는 교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무료 코로나
검사 실시 및 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과
가족 및 뉴욕시민들도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DOE 직원들은 매월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NYC 보건국과 Test + Trace
Corps 에서는 확진자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할
것입니다.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가정에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을 지키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교실이나 학교
건물을 임시 폐쇄할 것입니다.

 뉴욕시 7 일 평균 COVID-19
검사 결과 확진자가 3% 이상
나올 경우, 학교 건물들을 모두
폐쇄할 것입니다—이것은 미국
전체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입니다.

NYC 공립학교들은 밤낮으로 청소하고 소독될 것입니다
 모든 학교들은 매일 밤 사이
소독될 것입니다.

 손이 자주 닿은 곳은 하루

 매일 정전분무 소독제를
이용하여 물리적 접촉 없이
표면을 세척할 것입니다.

중에도 여러 차례 청소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 5 일 학습합니다
 학생들은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지원적 환경에서 엄격한 학업
표준에 맞춰 공부할
것입니다.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매일 교사와 상호작용을 할
것입니다.

 수업에 사회정서 학습 및
트라우마 케어를 포함하여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매일 학생 및
가족들과 일대일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학생의 시간표 -온라인과 대면
모두-는 사전에 계획되며
일관되기 시행되어 각
가정에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NYC DOE 리오픈 계획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보십시오

schools.nyc.gov/ReturnToSchool2020.
최신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신청하세요:

schools.nyc.gov/NYC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