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18일,
친애하는 REC 커뮤니티 여러분께:
저희 학생들과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적인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뉴욕시와 우리 학교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관련된 최신 정보 몇 가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
미국 내 일부 주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에 대응하고 뉴욕의 성공적인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발생 비율 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에서는 뉴저지 및 코네티컷과 합동으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심각한 지역사회 감염율을 보이는 주들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발행하였습니다.1 여행 경보는 2020년 6월 25일 목요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전염이
심각한 지정된 주들2 중 한 곳을 여행하셨다면 반드시 이런 격리를 요구하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이런 지정된
주를 여행한 날로부터 뉴욕에 돌아와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격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직원 및
학부모/보호자는 본인의 격리 기간 동안 어떤 REC 사이트에 출석 또는 출근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행 경보 준수는 여행의 일부로 제한적인 시간(예: 24시간 내) 동안 지정된 주들을 통과하여 여행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버스 및/또는 기차가 휴식을 위해
잠시 정차 또는 비행기 또는 기차 환승.
 뉴욕주 밖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모든 뉴욕주 주민들에게 여행 경보가 적용되며 공공 보건과 안전을
위해 이 경보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여행 경보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안내 링크 여기를 참조하십시오.3 CDC 지침에따라, 외국을 여행한 사람들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4
저희는 또한 REC 사이트에서 생활하는 동안 얼굴 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침에 대한 이 링크를 참조하십시오.5 또한, 뉴욕 시장실의 ThriveNYC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린이, 십대 및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정신 보건 리소스 안내.6 이 안내는 어린이,
십대 및 청소년, 성인과 학부모/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신 보건 리소스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REC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뉴욕주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여 각 REC 를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최소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CDC 지침에 따라 모든 개인(학생 및 직원) 사이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매일 아침 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자녀분의 건강을 확인하여 열, 기침, 숨참 도는 목 아픔을
느끼지는 않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REC에 등록 또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열 체크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검사 받을 것이며 증상이 없는
사람들만 센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직원 도는 학생들은 반드시 가정에서 쉬고 센터에 오지 말아야 합니다.

증상, 건강 관리 및 만약 아프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nyc.gov/coronavirus를
방문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관련 정보(Novel Coronavirus Outbreak Factsheet)”를 찾아 보십시오.
저희 커뮤니티의 건강 및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욕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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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행 경보 링크: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ravel-advisory
뉴욕주에서 제한하는 주들: https://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ravel-advisory
3
다음과 같은 다른 주에서 뉴욕주로 여행 온 여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제한 관련 뉴욕주 임시 지침 링크:
https://coronavirus.health.ny.gov/system/files/documents/2020/06/interimguidance_traveladvisor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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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귀하의 여행 후 링크: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after-travel-precautions.html
5
뉴욕시 코로나바이러스 얼굴 가리기- 질문 및 답 링크: https://www1.nyc.gov/assets/doh/downloads/pdf/imm/covid-19-face-covering-faq.pdf
6
어린이, 십대 및 청소년을 위한 뉴욕시 코로나바이러스 정신 보건 리소스 안내 링크: https://thrivenyc.cityofnewyork.us/wpcontent/uploads/2020/06/062920-YouthServicesGuide-Mobile-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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