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3 월 3 일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께,
지난 주말, NYC 보건정신위생국에서는 뉴욕시에서의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랐으나, 동시에 저희 시는 이에 철저히 대비해 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오직
팩트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괜한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뉴요커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여전히 낮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여전히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 상황을 주시하면서 특정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다음과 같은 추가 자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든 학교에 CDC-승인 세척제 제공
 모든 화장실에 비누와 종이타올을 부족함 없이 채워 넣도록 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은 손을 자주 씻도록 홍보
 학교장과 학교 간호사들이 학교에서 발현하는 증상을 감지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침을
제공하며,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지원 제공
저희는 보건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상황 전개에 따라 우리 학교들의 프로토콜을 갱신하고, 부모님들과 우리 학교
커뮤니티가 조금이라도 받게 될 영향이 있다면 명확히 전달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장 최신 정보는 저희 교육청
웹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schools.nyc.gov/coronavirus.
그러나 현재로서는 휴교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휴교는 많은 학생과 가족들의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극단의
조치로서, 이것의 시행 결정은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지시에 의해서만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뉴요커들이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티슈나 소매로 가리십시오
•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 얼굴을 만지는 것은 삼가십시오
• 아픈 사람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 독감예방 접종을 하십시오-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집에 있으십시오 이상이 있으면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의 증상과 여행력을
밝히십시오.
저희는 각 학교장들과 직접
질문에라도 답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 관련 주제뿐만
계정 신청이나 비상 연락처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모든 학교에서 가장 최신 정보를 입수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어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도 NYC 학교 계정을 이용하시면 본
아니라 그 밖의 많은 사안에 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갱신은 https://mystudent.nyc/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본 안내문에 첨부된 자주 묻는 질문 (영어로만 제공)을 참고하시거나 웹사이트
nyc.gov/coronavirus 에서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은 저희가 최우선으로
중요시 하는 것이며, 저희는 계속해서 당국의 지침에 따르고 모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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