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커뮤니케이션의 긴급성 때문에 번역된 버전은 구글 번역기를 통해 제공되며 어색한 표현과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PSB 직원 및 가족 여러분, 

  
추수 감사절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 모두는 감사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가을에 학교를 

재개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신하여 열심히 일해 주신 교사, 간호사, 교장 및 교감, 비서, 관리인 및 

행정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립니다 . 여러분의 노력이 없었다면 학교를 개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불확실한시기와 재개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변경을 통해 지구 전역의 

가족들로부터받은 지원과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학교가 성공적으로 재개되었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학생들은 

완전히 먼 곳에서 배우고 다른 학생들은 소규모 집단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가장 어린 

학생들은 풀 타임으로 학교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으로 서로 

거리를두고 엄격한 안전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 이며 우리 모두가 

COVID-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서로의 회사를 함께 즐길 수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이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볼 수있게 해주는 유망한 백신이 

지평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례없는이 시대에 우리를 가족과 친구에게 닻을 내리는 명절 전통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을 

이해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여행을 얻고 COVID-19 확산의 

가능성이 높아 것을 주장하고 집에 머물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DC 지침 외에도 매사추세츠 연방은 여행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위험 주를 

방문하는 경우 여행 양식을 작성하고 매사추세츠로 돌아 오기 최대 72 시간 전에 시행 된 COVID-

19 음성 검사를 생성하거나 14 일 동안 격리해야합니다. PSB 학교 보건 서비스 팀은 추수 감사절 

방학 동안 안전을 지키기위한 요령과 함께이 메시지에 첨부 된 지침을 모았 습니다. 전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학교가 11 월 30 일 월요일에 안전하게 재개 할 수 있도록 직원과 가족 

모두이 중요한 지침을 모두주의 깊게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희생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이번 추수 감사절을 축하하더라도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휴가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V. James Marini 

임시 교육감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daily-life-coping/holidays.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mass.gov/info-details/covid-19-travel-order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25/11.17%2520Thanksgiving%2520Travel%2520Letter.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