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5 월 19 일
가족 여러분께,
저희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 및 이번 학년도 2 학기에 예상하지 못한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이 모든 뉴욕시 전역의 많은
가정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백 십 만 학생들의 정신력, 인내 그리고 헌신 및 매일 학생들을 지원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은 계속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과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일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롭게 이런 전례 없는 시기를 맞아 지속적으로 저희 정책을 개선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서머 스쿨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락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방, 뉴욕주 및 뉴욕시 보건 지침을 준수하며 저희는 2020 년도 여름방학 서머 스쿨 모델을 채택하였습니다. 올 해, 저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업 지원을 이 전에 없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원격 수업을 통해 이번 학년도와 다음
학년도를 이어줄 서머 스쿨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업 지원에 더해, 이들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또한 본인의 진도에 맞는
가상 견학을 하고 매일 사회-감성적 학습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3-8 학년의 어떤 학생이 서머 스쿨에 다니게 됩니까?
6 월에 진급하지 못한 3-8 학년 학생들은 서머 스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들 학생은 7 월 13 일 월요일부터 8 월 18 일 화요일까지 6 주의
원격 수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6 월에 진급한 3-8 학년 일부 학생들 또한 여름 방학 동안 추가적인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교사들이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학생은 7 월 13 일 월요일부터 8 월 18 일 화요일까지 6 주의 원격 수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자녀분이 서머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거나 추천을 받게 된다면 6 월에 통보할 것입니다.
9-12 학년의 어떤 학생이 서머 스쿨에 다니게 됩니까?
어떤 과목 성적이 진척(Progress)이거나 지난 학기에 어떤 과목을 낙제(failed)하여 다시 그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있는 9-12 학년
학생들은 학점을 이수할 필요가 있는 과목(들)을 원격 수업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원격 수업은 7 월 13 일 월요일에서 8 월 21 일
금요일까지 실시될 것입니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자녀분이 서머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거나 추천을 받게 된다면 6 월에 통보할 것입니다.
12 개월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12 개월 IEP 를 갖고 있는 모든 학년 학생들은 7 월 1 일 수요일에서 8 월 13 일 목요일까지 원격 서머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학생은 가까운 시일 내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녀분의 학업 성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뉴욕시 전역의 학생들이 이번 여름 방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필수적
그리고 추천되는 서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택 서머 아카데미와 학교 기반
심화 프로그램들을 이번 학년도에는 운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몇 주 내 schools.nyc.gov/summer 를 통해 자료 및 여름 방학
특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모든 학생들이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새롭고 즐거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희는 뉴욕시에 세계 최고의 학생들과 직원들, 부모님들이 있다 자부합니다.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매일 매일 지속적으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뉴욕시 교육청
교육감
리처드 A. 카란자 배상

T&I 31405 Update for Families - SITC_May 19 2020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