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년 3 월 2 일
가족 여러분께,
지난 금요일, 저는 이번 달 말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것이며 명예롭고 책임이 막중한 이 교육감직의 후임은 그간
교육청에서 20 년 넘게 일한 브롱스 이그제큐티브 수퍼인텐던트 Meisha Porter 라는 사실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Poter 이그제큐티브 수퍼인텐던트와 제가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다음 몇
주 사이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대면 수업을 위해 마침내 중학교를 재개방 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심으로 바라던 바이며, 저는 중학교를 방문하여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원적인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초등학교 학년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학교에서는 매주
학생과 교직원의 20 퍼센트를 대상으로 무작위 테스트를 실시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중학생들 역시 반드시 정해진 대면 수업 첫 날까지 COVID-19 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 제출은
귀하의 NYC 학교 계정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mystudent.nyc.
저희는 가능한 빨리 고등학교를 재개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중점 노력은 모든 안전
장치가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며 관련 일정을 곧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학년도의 몇 달을 보내며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더욱 많이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들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본 통신문에서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준비
2021 년 가을 Pre-K 및 3-K 지원
가족 및 지역사회 대상 “위크엔드 웰니스” 활동 참여

우리 모두가 전염병 피로감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대면 및 원격 양쪽 모두-성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지난 11 개월 동안 저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다짐은 제가
전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학교 시스템을 이끌기 시작한 때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저희 모두는
가능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저희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리처드 A.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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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1 년 3 월 2 일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준비
3 월 3 일 수요일부터 5 개 보로 전역의 공립 학교들은 금학년도 두 번째 원격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녀의 교사는 부모님과 상의하여 상호 편리한 컨퍼런스 시간을 정할 것입니다. 약속된 오후
컨퍼런스가 있는 날, 자녀는 3 시간 일찍 하교할 것입니다.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것에 관해 교사와 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짧은 미팅들은 또한 가정 및 교사에게 교실 밖에서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학년도 후반으로 접어드는 이 때 자녀가 학교에서 경험할 수도 있는 어떤 문제나 우려에 집중하여 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봄 컨퍼런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3 일: 초등학교 및 K–8 학교, 저녁 컨퍼런스
3 월 4 일: 초등학교 및 K–8 학교, 오후 컨퍼런스
3 월 10 일: 중학교 및 75 학군 학교와 프로그램, 저녁 컨퍼런스
3 월 11 일: 중학교 및 75 학군 학교와 프로그램, 오후 컨퍼런스
3 월 18 일: 고등학교, K–12 및 6–12 학교, 저녁 컨퍼런스
3 월 19 일: 고등학교, K–12 및 6–12 학교, 오후 컨퍼런스.

유의사항:
 이 날짜 및 시간들은 학교 및 학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의 이번 달 컨퍼런스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려면 자녀의 교사나 학교 관리자들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학부모와 교사간의 컨퍼런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움말은 schools.nyc.gov/ptc 또는 DOE 공식 블로그 The
Morning Bell 를 참고 하십시오.
테크놀로지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부모 대학(Parent University)에서 Microsoft Teams, Translator 와 같은
플랫폼 사용 방법 및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한 접속 도구들 사용 관련 무료 수업을 제공하니 참고
하십시오. 또한 이곳에서는 캘린더 초대에서 구글 밋츠(Google Meets) 접속 방법 및 구글 밋츠에서 자막 및 챗을
번역하는 방법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구글 비디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학부모
대학 사이트를 검색해 보십시오: parent.schools.nyc .

2021 년 가을 Pre-K 및 3-K 지원
3-K 및 Pre-K for All 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학교 및 인생의 튼튼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 세상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3-K 및 Pre-K for All
프로그램들은 뉴욕시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학습 커뮤니티가 되어 줄 것입니다.
2021 – 2022 학년도 Pre-K for All 지원기간이 이제 시작되었으며 지원 마감일은 2021 년 4 월 7 일 입니다.
2017 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모든 뉴욕시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 살 어린이를 위한 pre-K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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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에서 배정받을 최고의 기회를 위해 지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상세
정보:schools.nyc.gov/prek.
2021 – 2022 학년도 3-K 지원기간 또한 시작되었으며 지원 마감일은 2021 년 4 월 30 일 금요일 입니다. 2018 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모든 뉴욕시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schools.nyc.gov/3K.


2021 년 가을에는, 제 1, 4, 5, 6 학군(맨해튼), 7, 8, 9, 12 학군(브롱스), 14, 16, 19, 23, 32 학군(브루클린), 27,
29 학군(퀸즈), 및 31 학군(스태튼 아일랜드)에서 3-K for All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3-K 학군들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입학 우선권이 있지만, 타학군 가정에서도 지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311 로 전화
또는 schools.nyc.gov/Find-a-School 검색을 통해 귀하의 학교 학군을 알아 보십시오).



모든 학군에서 가정 수입 및 필요에 따라 자격이 되는 가정에 3-K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헤드스타트(Head Start)를 포함한 이들 프로그램은 연중 하루 최대 10 시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3-K 또는 Pre-K 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MySchools.nyc. 이 옵션은 일 주일, 24 시간 내내 영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이티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및 우르두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 718-935-2009 월-금요일 , 8am– 6pm 사이에 전화하십시오. 언어 지원은 200 개 이상의 언어를
전화로 제공 가능합니다.

가정을 위한 위크엔드 웰니스 참여
학교 웰니스 프로그램 담당실(Office of School Wellness Programs)은 Hip Hop Public Health (hhph.org)와
협력관계를 맺고 무료로 3 회에 걸쳐 매월 토요일 오전 행사 시리즈인 위크엔드 웰니스를 진행합니다: 커뮤니티
및 가족을 위한 자기 돌봄. 토요일 오전 10:30 a.m. - 11:30 a.m.에 진행될 이 이벤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월 20 일: 정신 건강 및 신체 활동
 4 월 24 일: 인종 차별과 건강/스트레스의 관련성
더욱 자세한 정보 및 이벤트 등록: conta.cc/3u8lq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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