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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가족 여러분께,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청(DOE)의 전 직원들은 올해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시 만나 공부하는 즐거움을 목격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언제나 건강과 안전 유지는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임시 공립학교 건물 폐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기반 단체 및 패밀리 찰드케어 홈에서 운영되던 

DOE 조기 아동 프로그램들은 대면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방될 것입니다. 자녀분이 임시 

학교 폐쇄 기간 동안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방되는 조기 아동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음으로 이 통지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아동 보호 및 교육이 자녀분에게 필수적인것임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 가정의 안전이 

저희 최우선 순위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항상 자녀분의 프로그램이 공부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기 아동 프로그램에서 실행되고 있는 

건강 및 안전 사례 관련 정보인 조가 아동교육 가정을 위한 건강 및 안전 지침을 다음 

웹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bit.ly/ECEathome. 

 

다음은 여러분 가정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자녀분과 해당 프로그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22 개 검사 

장소에서 COVID-19 우선 검사 자격이 있으며 검사는 무료이며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DOE 웹사이트 건강 및 안전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returntoschool2020. 

 자녀분이 러닝 브리지 프로그램에 다니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 또한 임시 학교 폐쇄 기간 

동안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러닝 브리지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 및 지원은 온라인 

schools.nyc.gov/learningbridges 또는 전화 311 번을 이용해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 “코어 포(Core Four)”: 손 씻기, 얼굴 가리개 착용, 6 피트 거리 

두기, 아프면 집에 있기를 실행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는 중에도 여러분과 교육청 가족 모두에게 최신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질문이나 염려되는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자녀 

프로그램으로 연락 하십시오. 여러분의 협조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뉴욕시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조기아동교육 담당실(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health-and-safety-guidance-for-ece-families
https://bit.ly/ECEathome
https://www.schools.nyc.gov/school-year-20-21/return-to-school-2020/health-and-safety
https://www.schools.nyc.gov/school-year-20-21/return-to-school-2020/health-and-safety
https://www.schools.nyc.gov/school-year-20-21/return-to-school-2020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enrollment-help/learning-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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