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5 월 24 일

가족 여러분께,
우선 감사 드립니다. 지난 1 년은 우리 모두, 특히 여러분들에게 결단력, 유연성, 희생을 요구하는 한
해였습니다. 상상해본 적 없는 새로운 역할을 하고 균형을 찾아가면서 동시에 지난 한 해 동안 COVID19 로 인한 많은 변화를 이겨냈습니다.
이번 학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격려하면서 학업적으로도 도전하는 따듯하고 환영적인 학습 환경으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들은 교육 방법을 다시 계획하고 있으며 2021 년 가을 재개방 계획을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보건 지표에 따라 올 9 월 전면 대면 학습을 재개합니다. 3-K 부터 12 학년의 모든 학생이 가을 학기 대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사 및 직원도 대면 학습을 위해 가을 학기 돌아옵니다. 교장, 교사 및 직원의 헌신에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에 보여준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올 가을 교직원 및 또래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이들과 교직원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준비하며 계속해서 보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7 일 COVID 양성 비율은 0.16 퍼센트이며 지속적으로 낮은 전염률을 보여 학교가 안전하다고
입증되었습니다. 9 월 CDC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보건 지침에
따라 가을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과 안전이 저희의 최우선 과제이며 다음을
포함한 지난 학년도의 보건 및 안전 지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모든 학교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COVID-19 증상이 있다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학생, 교사 및 교직원은 일일 보건 스크리닝을 집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 건물에는 양호 교사가 있습니다.



모든 교실은 제대로 작동하는 환기 시설이 있습니다.



교내 COVID-19 테스트가 학교 건물에서 최신 보건 지침에 권고된 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양성 케이스가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학교를 지원하여 추후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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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 이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올 가을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위해 적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교사와 사회 복지사를 고용하기 위해 투자했으며 학업 및 사회 정서적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입니다. 전환을 돕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며 여러분과 자녀분이 참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교육감의 보로 가정 포럼: 보로 가정 타운홀을 개최하여 이번 가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아이들의
긍정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한 리소스를 안내하며 사회 정서적 학습과 결합된 학업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등록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involved/families/family-empowerment/chancellor-porter-s-family-forums

https://www.schools.nyc.gov/get-

학교 오픈하우스: 6 월부터 여름 동안 모든 학교는 가족들이 방문하여 투어를 하고 지난 한 해 동안 학교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보건 및 안전 조치에 대해 알아보는 오픈 하우스를 개최합니다. 자녀의 학교에서
일정에 대해 안내할 것이며 참석하시기를 추천합니다.
Summer Rising: 청소년 및 커뮤니티 개발부(Department of Youth and Community Development)와
협력하여 관심을 가진 학생에게 즐거운 서머 캠프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녀분이 참여하여 학교
커뮤니티의 환영을 받고 교직원과 다시 연결되어 가을 학기를 준비하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https://discoverdycd.dycdconnect.nyc/home
지난 한 해 동안 자녀 교육을 위한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 헌신에 감사 드립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한 커뮤니티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과 협력하고 여러분에게
배우며 함께 노력해 온 모든 것을 이용해 9 월 새로운 정상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따듯하고 환영적이며 어렵지만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협력하며,

미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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