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공립학교 최신 소식
 اعرض هذه الوثيقة باللغة العربية/ এই নথি বা ডক্যুমেন্টটি বাাংলায় দেখযন / 查看本文件的中文版 /
Consultez ce document en français / Gade dokiman sa a an kreyòl ayisyen /
이 문서를 한국어로 보기 / Consulte este documento en español /
Перевод документ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 می مالحظہ کریں
 یہ دستاویز اردو ں/
schools.nyc.gov/messagesforfamilies

2022 년 5 월 30 일 주간
이 가정을 위한 업데이트에서는 새롭게 발표된 2022-23 학년도 캘린더, 무료 서머 급식 및 뉴욕시 학교
계정(NYCSA)를 통해 자녀분의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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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학년도 캘린더
학생들의 2022-23 학년도가 2022 년 9 월 8 일 시작될 것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2022-23 학년도 캘린더를 검토하고
출력이 가능한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calendar. 다가올 학년도의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1 월 3 일 선거일에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이 날 원격 학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폭설”이나 심각한 기상 문제 또는 기타 비상상황으로 학교 건물이 폐쇄되는 날에는 모든 학생들이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므로, 가족들은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캘린더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면 학교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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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급식
6 월 28 일부터 18 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올 해 여름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시 전역에 위치한 제공 장소에서
무료 아침 및 점심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정해진 공립 학교, 커뮤니티 수영 센터 및 푸드 트럭에 식사 제공을 위해
공개될 것입니다. 무료 급식을 받고자 하는 어린이들 대상 등록, 서류 또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공 날짜 및 시간
무료 급식들은 주말을 포함하여 7 월 4 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 월 28 일 화요일부터 9 월 2 일 금요일까지
제공될 것입니다. 정해진 공립 학교에서 오전 8 시에서 9 시 15 분 사이 아침을 오전 11 시에서 오후 1 시 15 분 사이
점심을 제공할 것입니다.

메뉴
모든 음식은 높은 영양 표준을 유지하고 미국 농무부 표준을 충족 및 초과할 것입니다. 이 음식은 색소, 감미료 또는
방부제와 같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신선한 과일, 통밀,
야채 및 샐러드를 제공합니다.

제공 장소 찾기
학년도가 끝나기 전에 자녀분의 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여름 급식 제공 장소 3 곳을 찾아 귀하의 학교
커뮤니티 내 가정에 통신문을 보낼 것입니다.
또한 무료 급식 장소를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summermeals. 또는 304304 번으로 “NYC Food”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기본 문자 전송료가 적용될 수 있음) 311 로 전화하여 여름 급식
장소를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학교 계정
아직 뉴욕시 학교 계정(NYCSA)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등록하여 자녀분의 학교에서 학년도 말 활동 및 20222023 학년도 시작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연락할 수 있도록 할 아주 적절한 시기입니다!
NYCSA 는 자녀분의 학교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며, 귀하의께서 자녀의 성적, 일정, 시험 점수, 출결,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정보, 버스 시간 외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NYCSA 는 필수적인 학교
양식들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귀하의 학군 또는 뉴욕시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행사들을 포함한 뉴욕시 교육청의
중요한 발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NYCSA 는 현재 자녀분의 교육 대변인으로써 귀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무료 과정, 행사, 활동으로 구성된 자료
허브인 학부모 유니버시티(Parent University)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NYCSA 에서 귀하의 로컬 및 뉴욕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에서 귀하의 커뮤니티를 대변할 후보자들 대상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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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귀하의 이름과 연락 정보만으로 오늘 계정을 등록하실 수 있으며 이후 확인을 위해 학교에 연락하여 해당 계정을
자녀분의 정보에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세 정보 확인: schools.nyc.gov/nycsa 및 지금 등록: schoolsaccount.nyc.

연락처 정보 갱신하기
귀하의 NYCSA 계정에 로그인하실 때, 귀하의 비상시 연락처를 갱신하시라는 안내 메시지가 팝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Update Now (지금 갱신)를 클릭하여 비상 연락처 페이지로 바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정보를 검토
및 확인하신 후 페이지 상단의 “Verified”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뉴욕시 학교 계정의 비상 연락처를 활용하여,
귀하는 집, 핸드폰 및 직장 전화 번호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를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호하는 서면 또는 구두
언어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 공유할 자녀의 건강 정보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주치의 성명과 전화번호,
이미 알고 있는 병명, 알레르기,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장애, 건강 보험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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