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tance Learning Thursday, April 8th

April 7, 2021

Dear Parents,

Regretfully, we will be conducting distance learning tomorrow, Thursday, due to one of
our Middle School students having been in close contact with infected family members
within their household.
Once again, we will remind all parents that when a member of their household has
had a COVID test, the school must be informed and the student must stay away from
school until the test is known to be negative. Once more, a student has been sent to
school before the result of a family member having been tested is known. Such
thoughtless actions jeopardize everyone in the school.
We need the cooperation of all of the community to maintain a safe environment for our
students, teachers and staff.

And so, in keeping with our cautious approach, there will be no on campus learning
tomorrow. Once the result of the COVID test is known, sometime tomorrow we will let you
know of it right away.
All Middle School after-school activities are cancelled for today.

We hope to return to on campus learning again on Friday. Thank you.
Sincerely,

Michael Colaianni
Head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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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4 월 7 일
4 월 8 일 목요일, 원격수업 진행
학부모님께,
저희 중학교 학생 중, 동거 가족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내일, 4 월 8 일 목요일, 초, 중, 고 전체 학교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동거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COVID-19 검사를 받을 경우, 반드시 학교
간호사실로 즉시 연락을 주셔야 하며 학생은 동거 가족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 될
때까지 학교 등교를 중지해야 함을 당부 드립니다.
학생 또는 동거 가족의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이 등교를
할 경우 전체 학교 구성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초래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선제적 대응으로 내일 학교 전체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중, 학생의 COVID-19 검사 결과를 확인 받는 대로 가능한 빨리 학부모님께 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학교의 방과후 활동은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4 월 9 일 금요일, 전교생들이 다시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Michael Colaianni
Head of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