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첫 날을 준비하십시오!
2022년 9월 8일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신체 검사를 받으십시오.
귀하의 자녀가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나 차일드 케어에 갑니까? 개학 전, 귀하의 자녀가 아동 및청
소년 건강 검진 양식(Child and Adolescent Health Examination Form, CH205)으로 문서화된종
합 신체 검사를 의료 서비스 제공처로부터 받도록 하십시오. 해당 양식을
schools.nyc.gov/schoolhealth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으십시오.
뉴욕주 공공 보건법에 따라 학생들은 차일드 케어나 학교에 다니기 위해 특정 백신들을 접종해
야합니다. 개학 전, 귀하의 자녀는 모든 필수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예방 접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schools.nyc.gov/immunizatio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부스
터 접종 대상자 정보를 포함한 COVID-19 백신 관련 최신 정보를 모든 뉴욕 시민들이숙지하실 것
을 추천합니다. 웹사이트 vaccinefinder.nyc.gov 또는 전화 877-829-4692번을 이용해가까운 백신
접종 장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십시오.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통학버스나 혼잡한 실내 환경에서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학교 양호실이나 의무실을 방문할 때 또는 학교에서 COVID-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등의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마스크를 잘착용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비축해 두십시오! 학교의 COVID-19 관련 건강 및 안전 정책에 대한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covid1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으십시오.
저희는 COVID-19의 확산으로부터 학교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학생들이개
학 전 날 가정 테스트 키트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처에서 받은 PCR 검사를 통해 COVID-19감염
검사를 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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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첫 날을 준비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를 갱신하십시오.
뉴욕시 학교 계정(NYCSA)에서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거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비상 연락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뉴욕시 학교 계정이 없다면, 웹사이트 schools.nyc.gov/NYCSA에서 계정
생성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학 첫날 전에 일정한 취침 시간과 아침 일과를 정하십시오.
자녀들이 규칙적인 수면 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 후 학교가 시작하기
며칠 전에, 자녀들이 학교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아침을 먹고,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나가는 것을 포함한 가족 여러분의 예상 아침 일과를 연습하십시오.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만나보십시오.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여러분이 학교와 관련되 갖고 계실 다양한 질문이나 의견에 대해 대답해줄 수
있습니다.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연락처 정보를 얻으시려면 자녀의 학교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십시오.

 통역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해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학교는 무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거나 schools.nyc.gov/hello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화 통역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거나 OSLIS@schools.nyc.gov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2-23 뉴욕시 학교 캘린더를 검토하십시오.
schools.nyc.gov/calendar에서 중요한 날짜를 확인하고 2022-23 학년도 용 인쇄 가능한 파일들을
다양한 언어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9월 8일 목요일 개학 첫날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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