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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11 월 18 일 

친애하는 가족 여러분께,      
   

여러분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전직원은 올해 학생과 교사들이 다시 만나 공부하는 즐거움을 목격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희는 전국에서 학교 건물을 다시 개방한 유일한 대규모 학교 학군이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들이 대면 학습으로 다시 만나 

공부하고, 성장하며 서로 도울 수 있던 것은 수십 만 학생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모든 업무에서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뉴욕시 전역의 COVID-19 전염률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 전염병에 대응이 필요할 때, 임시로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학생들을 전면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염병 재확산과 함께, 뉴욕시 감염율은 모든 학생들의 원격 수업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11 월 19 일 목요일부터 추후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모든 학교 건물들이 문을 닫고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학생들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곧 연락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임시 폐쇄 

조치이며, 안전하게 학교 건물을 개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는 대로 저희는 다시 학교를 개방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아래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이, 저희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배우든 관계없이 우수한 학업, 커뮤니티 조성 및 사회 정서적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격 학습을 위한 기기  

  

기기, 기술적 지원 또는 망가진 기기의 수리가 필요하십니까? 또는 기기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하셨습니까? 교육청의 IT 헬프 

데스크 718-935-5100 번으로 전화하여 5 번을 누르신 후 도움을 받으십시오.  

  

온라인으로도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주제 검색: schools.nyc.gov/technicaltools  

 기술 지원 요청 접수: schools.nyc.gov/techsupport  

 기기 요청: schools.nyc.gov/devices  

 교육청 지원 아이패드에 대한 도움 받기: schools.nyc.gov/ipadfixes  

 인터넷 연결에 관한 문제:schools.nyc.gov/internet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확실하게 주 5 일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 가정에 기기가 

없다면 자녀 학교에서는 종이에 작성하는 과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녀의 원격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상세한 정보는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학생 및 가족 대상 무료 급식  

  

모든 가족 및 학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9:00 a.m.에서 정오 사이 아무 학교 건물이나 방문하여 3 개의 무료 도시락(grab-

and-go meals)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할랄 또는 코셔 음식들이 일부 장소에서 

제공되며, 제공장소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schools.nyc.gov/freemeals.  

  

오후 3 시-5 시 사이, 모든 연령대의 뉴욕 주민들은 뉴욕시 전역의 260 개 커뮤니티 급식(Community Meals) 장소에서 무료로 

도시락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급식 장소 목록 검색: schools.nyc.gov/freemeals.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learn-at-home/technical-tools-and-support
http://schools.nyc.gov/techsupport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learn-at-home/technical-tools-and-support/ipads-and-laptops/ipad-requests
http://schools.nyc.gov/ipadfixes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learn-at-home/technical-tools-and-support/ipads-and-laptops/free-and-low-cost-internet-options
http://schools.nyc.gov/freemeals
http://schools.nyc.gov/freem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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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브리지(Learning Bridges)  

  

3-K 에서 8 학년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뉴욕시 무료 아동 돌봄 프로그램인 러닝 브리지는 혼합 학습에 등록한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필수 직종 종사자들의 자녀뿐 아니라 임시 거주지 또는 NYCHA 

단지 거주 학생들, 위탁 가정 어린이들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 및 장애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schools.nyc.gov/learningbridges 에서 상세 정보를 알아보고 지원하실 수 있으며, 자리가 날 경우 저희는 신규 

학생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조기 아동 교육  

  

학군 학교에 위치한 3-K, Pre-K 학급 및 교육청 Pre-K 센터들은 문을 닫을 것입니다. 자녀가 공립 학교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사회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다니거나 교육청 네트워크의 일부인 패밀리 데이케어 프로그램에 다닌다면, 

프로그램은 계속 문을 열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다니는지 잘 모르시거나, 자녀의 서비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였지만, 최근에 자녀의 혼합 학습을 선택하신 경우 학교가 

다시 개방될 때 대면 학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개방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일시적으로 

학교건물 폐쇄조치를 내린 것이 많은 가정에 실망을 안겼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 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 함께 대처함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COVID-19 에 대항해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지 않아 학교 

건물을 안전하게 재개방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중요한 네 가지 방역 수칙, “코어 포(Core Four)”: 손 씻기, 얼굴 가리개 착용, 6 피트 거리 두기, 아프면 집에 있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지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희는 이 공중보건 위기가 계속되는 중에도 여러분과 교육청 가족 모두에게 최신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질문이나 염려되는 점이 있으시면 주저 마시고 자녀 학교로 연락 하십시오. 여러분의 협조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뉴욕시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리처드 A. 카란자  

교육감  

뉴욕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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