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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2 월 4 일
이 패밀리 업데이트에서 저희 최신 보건 및 안전 정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들 정책은
2022 년 2 월 7 일 월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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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테스트
교내 COVID-19 테스트 확대
겨울 중간 방학을 대비하며, 저희는 뉴욕시 교내 무작위 추적 테스트에 포함될 학생들의 숫자를 늘릴 것입니다.
2 월 7 일을 시작으로 학교들은 둘 중 더 튼 숫자를 테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
•

10 퍼센트의 1 학년에서 12 학년 사이 등록한 학생들 중 최대 250 명의 학생들
20 퍼센트의 학교의 백신 미접종 학생 군

이 변화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학생 군을 지도하는 학교들이 매 주 더 많은 학생들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직원의 10 퍼센트가 지속적으로 매주 테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가정에서 뉴욕시 학교 계정(schoolsaccount.nyc) 또는 서명한 양식을 학교에 제출하시는 것으로
교내 테스트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교내 COVID-19 테스트에 관한 정보 및 출력하실 수 있는
여러 언어로 작성된 양식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보십시오: schools.nyc.gov/covidtesting.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를 계속 개방하고 학생, 직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테스트에 동의하여 저희 학교 커뮤니티 안전을 지원 및 협력해 주신 가정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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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테스트 키트
2 월 14 일 주간 동안 학교들은 가정용 신속 테스트 키트를 모든 직원 및 2 세 이상의 학생 가정에 배포할
것입니다. 테스트 키트 사용법 동영상을 여러 언어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HomeRapidTestKits.
저희는 모든 직원 및 학생에게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 없이 2 월 28 일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가정용 신속
테스트를 받아 보고 올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직원 및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 오기 전에 음성 테스트
결과를 증명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용 테스트에서 자녀분이 양성이라면, 자녀분이 유치원-12 학년 이라면 반드시 5 일 동안 격리 또는 LYFE,
EarlyLearn(영아 및 유아), 3K 또는 Pre-K 클래스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이라면 양성 결과를 받은 후 10 일 동안
격리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에 즉시 연락하여 테스트 결과를 알리십시오. COVID-19 테스트 양성 결과를
보여 가정에서 격리하는 K-12 학년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비동기 원격 수업이 제공되며 교사와의 업무
시간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지난 90 일 이내에 자녀분이 COVID-19 으로부터 회복하였다면, 테스트 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것이며 COVID19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학교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아프거나, COVID-19 에
노출되었거나 COVID-19 테스트에서 양성 결과를 보였다면 참고하실 단계를 요약한 차트를 찾아 보십시오:
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

COVID-19 테스트 장소
뉴욕시 보건정신위생청(DOHMH)은 계속해서 5 개 보로 전역에 새로운 테스트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정기적으로 PCR, 랩 신속 테스트 또는 가정용
테스트로 COVID-19 테스트를 받도록 강력히 장려합니다. 가정용 신속 테스트 배포를 포함한 테스트
장소는 전화 212-COVID19 으로 문의하거나 nyc.gov/covidtest 를 방문하거나 문자 "COVID TEST"를 85548 로 보내거나 311 로 전화하여 가까운 테스트 장소를 문의하십시오. 또한 많은 약국과 병원에서 COVID19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소아과나 인근 약국에 테스트를 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출결
출결 업데이트
오미크론 발생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학교에서 보고된 COVID 사례의 95% 감소를 고려하여, 출석 정책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즉시, 비동기 원격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COVID-19 테스트 양성 결과에
따른 보건 지핌과 부합하여 격리를 할 때만 출석한것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원격 수업 및 업무 시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COVID-19 테스트 양성 결과 또는 학교/건물 폐쇄가 아닌 이유로 결석한 학생들은
결석 처리될 것이며 원격 수업으로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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