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커뮤니케이션의 긴급성 때문에 번역된 버전은 구글 번역기를 통해 제공되며 어색한 표현과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인사말 PSB 가족 및 직원,

여러분Brookline에서 2021-22 학년도가 시작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학생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개학 첫날의 설렘은 종종 학생, 가족, 교직원 등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긴장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COVID-19 대유행의 계속되는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학교를 열면서 이러한 긴장된
감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양한 사회 정서적 및 학습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문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의 학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한 회복력,
연민 및 지원의 기술을 기반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우리의 능력의기반으로 합니다 은 우리 지역사회건강과
안전을. 이를 위해 PSB는 건물에서 몇 가지 COVID-19 완화 전략으로 학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2021-22
학년도가 시작가리개되면 Brookline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 교직원 및 방문자는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학교 건물, 교통편 및/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도착할 때 마스크 또는 안면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이러한 프로토콜에 대한 요약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개학 개요 문서. 또한만들었습니다 하기 위해 학교로
자주 묻는 질문를 귀하의 질문과 우려 사항에 답하고 지역 위원회, 부서 및 그룹과 협력할 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문서.

그 동안것을 시간을 내어 학생들, 교육자, 동료 학부모, 보호자 및 이웃과 관계를 구축할권장합니다.여기
Brookline에서 불과 몇 주 만에 우리 직원과 가족이를 만들기 위해 깊이 헌신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교육 커뮤니티.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학교에 가져오며 학교에서 이러한 독특한 관점을 존중하고 축하한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 해 동안 많은 강의실을 방문하여 우리의 훌륭한 작업을 모두 보고 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우리는
환상적인 한 해를 보낼 것입니다!

안부 인사,

Linus J. Guillory Jr., PhD
교육감

http://www.brookline.k12.ma.us/calendar
http://www.brookline.k12.ma.us/calendar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L7nGMZXwBTfAXU47Jvl_tANaLZmLEzl2fBWTM21DAE/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OL7nGMZXwBTfAXU47Jvl_tANaLZmLEzl2fBWTM21DAE/edit?usp=sharing


PSB Back to School 21-22: 개요
업데이트됨 2021년 8월 20일 현재 업데이트됨

우리는 학교 커뮤니티에서 COVID-19의 전파를 완화하도록 설계된 건강 및 안전 프로토콜을 수립했습니다 .
지난 학년도에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와 매사추세츠 초중등 교육부(DESE) 및 공중 보건부(DPH)에서
권장한 학교에 대한 완화 전략에 따르면, 영연방 전역의 학교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2020-21학년도에 사용한
대부분의 성공적인 완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모든 PSB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마스킹;
● 향상된 환기 시스템 유지
● 직원과 학생들에게 아플 때 집에 머물 것을 요청합니다.
● 가능한 한 실내에서 거리와 간격을 최대화하십시오.
● 표적 COVID-19 테스트 및 보고
● 지속적인 손 위생 주의;
● COVID-19 예방 접종을 장려하고 촉진합니다. 그리고
●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자신 내에서 다른 건강한 행동과 습관을 육성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와 매사추세츠 초등학교 및 교육청의 최신 공중 보건 데이터 및
권장 사항/지침에 따라 이러한 전염 완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정할 것입니다.중등
교육(DESE) 및 공중 보건부(DPH) 및 기타 지역 부서 및 위원회.

마스킹

2021년 8월 9일부터 브루클린 타운은 공공 타운 빌딩 내부에서 얼굴 가리개를 의무화했습니다. Brookline
School Committee는 또한얼굴 가리기 정책을 승인했습니다2021년 8월 17일에.

2021-22 학년도가 시작되면 브루클린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 교직원 및 방문객은 학교 건물, 교통편 및/또는
학교 후원 활동에 도착할 때 마스크 또는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PSB의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PSB 직원의 재량에 따라 개인 은
야외에서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 권장 사항 및 요구 사항
코와 입을 완전히 덮는 안면 가리개는 사회적 거리가 준수되는 경우에도 학교 건물에 도착하거나 학교에
도착할 때, 학교 교통편을 이용할 때, 학교 후원 활동에서 모든 개인이 착용해야 합니다.얼굴 가리개는
넥타이나 귀고리로 고정되어 얼굴 측면에 꼭 맞아야 합니다. 각반, 발라클라바, 반다나 및 밸브가 있는 덮개는
금지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하나의 추가 마스크를 손에 들고 학교에 와야 합니다. PSB는
마스크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학교에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는 학생, 교직원 또는 방문자에게
마스크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 휴식 시간이나 앉은 자세로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PSB 활동이 PSB가 아닌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 PSB가 아닌 장소에서
마스크와 안면 가리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PSB는 우리 학교의 COVID-19와 관련된 예방 접종률 및 커뮤니티 메트릭을 포함한 데이터를 계속
검토Brookline 타운과 협력 하고 마스크 의무의 지속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할 것입니다.

https://brooklinecovid19.com/2021/08/04/town-of-brookline-shares-updated-face-covering-guidance-for-inside-town-buildings/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62/PSB%20Face%20Coverings%20Policy%20Voted%20on%208.17.21.pdf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62/PSB%20Face%20Coverings%20Policy%20Voted%20on%208.17.21.pdf


마스크 나누기
R은(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야외 명령에 대한 egular 마스킹에서 휴식과 기회를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되었다. 학생들에게는 오전과 오후에 최소 한 번 마스크 휴식 시간이 제공됩니다.

마스크 면제
상황에 따라 마스크 요구 사항에서 개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CDC 지침에 따라 의학적,행동적 또는 기타
문제가 있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면 가리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면
가리개 또는 물리적 장벽은 의사의 서면 승인에서 승인한 면제 면제에 따라 일부 경우에 면제로 안면
가리개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 PSB 학생 건강 서비스(PSB Student Health Services). 학부모와
보호자는 학생의 마스크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PSB는 feasib물리적 거리두기 실내에서의 정책을 시행 할르것입니다.PSB 건물에서 시행되는 어떤 형태의
거리두기도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실행은 건물 크기와 등록 인원에
따라 학교마다 다릅니다. 마스크를 벗은 시간과 마스크를 벗은 시간에 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8 월 (20), 2021프로토콜로는,PSB는 모든 학생들과 직원에 대해 다음 건강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

● 프로토콜 교내 닫기 연락처, 테스트 스테이 프로그램
● 증상 테스트노력을위한의정서

병에 중요한 남아있을 때집에 머물고에 공동 성공적인 학년도.와 마찬가지로 2021-22 학년도교직원과
가족은가기 전에 자녀의 건강 상태를 매일 평가해야 학교에합니다. 가족을 위한 양식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brookline.k12.ma.us/healthattestation. 직원 양식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SB 직원 포털.

다음과 같이 일일 건강 평가를 가족의 일정에 통합할 수 있는 루틴을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리얼 캐비닛이나 커피 포트 근처에 온도계를 둡니다.
● 아침에 건강 평가를 하도록 휴대전화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 냉장고나 집에서 나가는 문에 "오늘 내가 우리 아이의 체온을 재었니?"라는 표지판을 붙이십시오.오늘
코로나 증상에 대해 물어봤나요?"

아래는 보호자가 자녀를 모니터링하고 직원이 스스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COVID-19 증상 목록입니다.

● 발열(화씨 100.0° 이상), 오한 또는 떨림 오한
● 호흡 곤란 또는 숨가쁨호흡
● 맛 또는 냄새신체의새로운 손실은
● 근육 통증이나 아파
● (하지 인해 이러한 만성 기침과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에 대한)
● 다른 증상설사와함께아픈 목기침,
● 메스꺼움, 구토, 다른 증상때와함께
● 두통 다른 증상과 조합된 경우
● 피로, 다른 증상과 조합된 경우
● 코막힘 또는 콧물(알레르기와 같은 다른 알려진 원인으로 인한 것이 아님) 다른 증상과 조합된 경우

테스트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PSBCloseContact8.20.21.pdf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PSBCloseContact8.20.21.pdf
http://www.brookline.k12.ma.us/healthattestation
https://sites.google.com/a/psbma.org/psb-portal-2-0/?pli=1


DESE 지원을통해 PSB는 두 가지 표적 COVID-19 테스트를 제공합니다. 계획:

● D에 따르면 학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개인을 위한 BinaxNow 신속한 항원 테스트 및
● 밀접 접촉자로 결정된 개인을 위한 "Test to Stay" 프로그램 ESE/DPH 정의.

테스트는 서명된 동의 양식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www.brookline.k12.ma.us/healthattestation

예방 접종
CDC에 따르면미국의 COVID-19 백신은 매우 효과적이며(델타 변종에 대한 백신 포함)개인의 감염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바이러스. 2021년 8월 20일부로 12세 이상의 모든 개인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PSB는 적격한 모든 개인이 COVID-19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모든 적격한 개인의 100%가 COVID-19에 대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 서비스 팀은 2021년 8월 18일 링컨 학교에서
브루클린 커뮤니티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화이자 예방 접종 클리닉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클리닉은 2021년
9월 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개인은 백신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때에. 향후
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게시될 예정이며 PSB 커뮤니티에 전달될 것입니다.

https://www.doe.mass.edu/covid19/on-desktop/protocols/protocols.pdf
http://www.brookline.k12.ma.us/healthattesta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vaccines/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