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께,
저희는 올 해가 가정에서 불확실 한 상황 속에서 수 많은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전례 없던 한 해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욕시 전역의 모든 학생, 가정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와 함께 여러분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 학교 건물이 다시 문을 열었고 COVID-19 감염률이 뉴욕시 전역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저희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대면 학습을 위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에 자녀분을 위해 전체 원격 수업을 선택하셨더라도, 지금 남은 학년도 동안 혼합모델
수업(Blended Learning)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 다음 웹페이지에서 선호 수업
방식 설문을 작성하셔서 혼합모델 수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nycenet.edu/surveys/learningpreference.
설문 관련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신 가정에서는 311로 연락하십시오.
현재로는, 11월 15일 이후에는 가정에서 혼합모델 수업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이 선택 기간 동안 혼합모델 수업을 선택하신 가정에서는 11월 30일 또는 12월 7일 주 중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분의 학교에서 여러분께 직접 자녀분의 대면 학습 시작 날짜와 일정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대면 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학년도 전반에 걸쳐 무작위로 COVID-19 검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학교 직원과
학생들의 정기적인 검사는 저희가 학교 및 학교 밖 지역사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검사는 쉽고, 빠르며, 안전합니다: 이 검사는 코 앞쪽에 짧고 작은 면봉(Q-Tip과 유사)을 사용하여
검사 합니다. 자녀분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동의 양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동의서를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뉴욕시 학교 계정(NYCSA)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동의서 제출. 웹사이트: mystudent.nyc
o 이미 NYCSA 계정이 있고, 자녀(들)이 링크되어 있다면: 로그인 후 자녀의 이름을 클릭하고,
“계정 관리(Manage Account)”를 클릭한 후 드롭다운 메뉴에서 “동의서 양식(Consent
Forms)”을 선택 하십시오. 해당 페이지를 읽어 보시고, 마지막에 있는 동의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o 아직 NYCSA 계정이 없는 경우: 바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계정 생성
코드를 갖고 계신 경우, 5분도 걸리지 않아 신규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위에
설명한 대로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받은 계정 생성 코드가 없더라도 “COVID19 검사(Testing)” 아래의 “동의 관리(Manage Consent)”를 클릭하신 후 귀하와 자녀의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2. 종이 양식: 종이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출력 가능한 PDF 파일이 10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schools.nyc.gov/covidtesting.
동의 및 검사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covid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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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희는 어떤 이유로든 학년도 동안 어떤 시점에서 원격
학습으로 전환할 필요를 느끼는 가족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이 동일한 설문을 이용하여 원격 학습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nycenet.edu/surveys/learningpreference.
혼합모델 수업을 선택하신 가정을 위해 저희는 대면 수업을 위해 여러분께서 학교 건물로 돌아오시는 것을
환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학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받는지에 관계 없이 학생들을
위한 최고 수업을 통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저희 노력에 협력해 주신 모든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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