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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반 새출발 준비(Senior Transition Kickoff) 4 월 19 일 시작
Summer Rising 여름 프로그램 등록 4 월 26 일 시작
CCEC 투표 5 월 1 일 시작

Senior Transition Kickoff
고등학교 졸업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알립니다!
4 월 19 일 월요일부터 4 월 30 일 금요일사이, 고등학교 씨니어들과 가족들은 고교 졸업 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라인 이벤트 시리즈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개 언어로 지원되는 재정지원 워크숍
졸업 후의 인생 준비
졸업 후 삶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여름방학 활용법
2021 년 가을에 제공되는 각종 지원 및 이용 방법
중요한 알림 및 다음 단계에 관한 문자 수신

Senior Transition Kickoff 에 관한 상세 정보: bit.ly/SeniorTransitionKickoff21

Summer Rising
이번 여름방학은 더욱 흥미진진해 질 예정입니다!
4 월 26 일 월요일부터 뉴욕시 가정들은 시에서 제공하는 K–12 대상 무료 서머 프로그램인 Summer Rising 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Summer Rising 은 NYC 교육청의 학업과 NYC 청소년 및 커뮤니티 개발부의 학교 엔리치먼트 프로그램의
장점만을 혼합하여 올 가을, 학교로 복귀할 학생들을 돕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 직장에 복귀하는 이
때, 마음의 안정을 드릴 것입니다.
Summer Rising 은 모든 동네에서 제공됩니다. K-8 학년 대상 프로그램은 풀데이 대면 프로그램으로서, 각
지역 학교들과 믿을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들에서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 속에 제공합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학업적 지원, 아트,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직원들은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Summer Rising 프로그램은 또한 공원과 수영장 및 기타 야외 장소로 교육적이면서도 뉴욕주 보건
안전 기준에 맞는 견학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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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Summer Rising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엄격한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며, 모든 장소에 테스트, 간호사 지원 및 원격 보건 콜센터가 마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 점심식사 및 간식이 제공됩니다.
Summer Rising 에 관한 상세 정보: schools.nyc.gov/summer. 4 월 26 일부터 등록 하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discoverdycd.dycdconnect.nyc.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 강화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투표가 앞으로 1 주일 후에 시작됩니다!
사상 최초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을 둔 모든 학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는 교육위원회 대표를 직접 선출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및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CEC)는 학생 가정의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기구로서 교육감과 NYC
교육청에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합니다. 투표는 5 월 1 일 토요일부터 시작되어 5 월 11 일 화요일에
마감됩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모든 자녀(학생)가 등록된 NYC 학교계정(mystudent.nyc)만 있으면 됩니다. NYC 학교
계정 상세 정보: schools.nyc.gov/NYCSA. NYC 학교 계정이 없거나 기존 계정에 자녀를 등록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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