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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머리말
미국이 COVID-19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학생의 건강, 안전, 정서적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혼합 및 전면 원격
학습에서도 우수함의 새 지평을 여는 교육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내일, 내년,
그리고 앞으로 평생 동안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교육을 말입니다.
이 안내서는 이번 학년도의 교육과 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학교들이 어떻게 매일 모든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기대치를 알려드립니다. 전면 원격 수업 또는 혼합 수업(주중
일부는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하고 나머지는 원격으로 수업하는 것)을 선택하였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안내서에서 제공되는 정보:


가정에서의 학습 방식:


교사와의 실시간 교류 및 레슨



학생이 스스로 하는 과제



누가 자녀를 지도하나요(혼합 및 전면 원격 학습 환경)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 정서적 학습 지원



다언어 학습자(MLL) 지원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학생들을 위한 지원



학교 커뮤니티에서 COVID-19 확진 케이스가 나올 경우 관련 정보
얻는 법

안내서 관련 정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schools.nyc.gov/returntoschool2020 에서 “리턴 투 스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특정 학교에 대한 질문은 학교장에게 문의하십시오. 학교
공식 DOE 웹페이지에서 학교장의 연락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웹페이지는 교육청 학교 찾기(schoolsearch.schools.nyc)에서 검색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전화 311 또는 718-935-2200 로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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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

가정 학습

가정 학습


대화 서클이나 명상 훈련 등 학생의 정신
건강을 위한 사회 정서적 웰니스 액티비티



학생 및 가족이 과제와 학업 수행을 교사와
논의할 수 잇는 피드백 회의

학년도 시작에 예상되는 일일 실시간 학습
시간:


3-K 및 pre-K 프로그램 아동: 최대 30 분

제 아이는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치원에서 2 학년 학생: 65 - 95 분

수업합니까?



3-5 학년 학생: 90 - 110 분

원격 수업이 수업일 중 일부, 혹은 전체이든



중학교 (6-8 학년): 80 - 100 분

관계없이 모든 뉴욕시 학생들은 다음 두 가지



고등학생(9-12 학년): 100 - 120 분

다른 형태의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교사와

학생과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실시간 교류(“동기식 수업”이라고도 함) 및 사전

주기 위하여, 처음에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녹화된 수업을 보거나, 숙제 및 프로젝트를

실시되다가 학년도가 진행되면서 전학년 모두

하는 독립 학습(“비동기식 수업”이라고도 함).

실시간 수업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각각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실시간 수업시간은 사전에 알려주어 학생과

실시간 교류란 학생이 교사와 화상/전화

교사 모두 수업참여를 계획할 수 있도록

컨퍼런스 또는 기타 교류 수단을 이용하여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독립 학습이란 학생이 스스로 과제나

이런 세션 중 교사는 학급 전체, 소그룹 및/또는

프로젝트를 하거나, 교사가 내준 교재 등을

개별 학생과 교류합니다. 실시간 교류 세션은

갖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Google Meet, Microsoft Teams, Zoom 및 기타

같은 것이 포함됩니다:

DOE 에서 승인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미리 녹화된 비디오 수업 또는 발표



전 수업과 내용이 이어지는 액티비티,

실시간 교류 중 실시하는 액티비티의 예:


학급 수업



교사 오피스 시간(가족이 교사와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학업 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과제나 숙제


학급 친구와 함께 하는 협동 프로젝트나
과제 및



토론 보드 참여, 교사와 이메일로 대화,
피드백 또는 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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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

누가 제 아이를 지도하나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서 배우든지 관계없이
수준 높은 교사에 의해 학업을 이끌어 가게 될

학습 부분에서, 학교 학생은 대면 수업을 함께
듣는 동일한 그룹의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특별한 상황을 반영하여

혼합 학습 학생들은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수업 모습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2020 년 9 월 21 일 일부 학생만 등교하여 대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예상할 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차후 매주마다 추가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녀 학교의
순차 시작 일정에 대해서는 학교에 직접

혼합 모델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
혼합 모델 수업은 주중 일부 요일은 학교에
등교하여 대면 수업을 받고 나머지 요일은

문의하십시오.

전면 원격 학습을 선택한 학생들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면 원격 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최대한 자주

대면 및 원격 수업에는 다른 교사가 배정될 수

자기 학교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게 될

있지만, 교사 팀은 의미 있고 연결된 학습

것입니다. 교사들은 지정된 요일에 동일한

경험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의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게 될

학생은 대면 수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후 원격 학습을 하는 동안에도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혼합 모델 수업의 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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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
전면 원격 학생들의 샘플 “하루 일과”
부모님이 자녀의 다음 학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루 일과가 어떤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일정은 학교 커뮤니티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지만 학년별 샘플 액티비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학년도 자녀의 “하루 일과”에 대한 예입니다. 학교에서 자녀에게 해당되는 특정 일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3K 및 Pre-K
활동

학습 형태

주간 횟수

아침 미팅

동기식

매일 아침

놀이 시간

비동기식

하루 중 수차례

쉬는 시간 및 런치

비동기식

매일

스토리 타임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매일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주중 순환

동기식 또는 비동기식

매일

음악, 미술, PE 또는 기타 특별
과목
일과 종료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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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
K - 2 학년 학생
일일 활동

학습 형태

주간 횟수

아침 미팅/사회 정서 학습

동기식

매일

읽기 - 파닉스 및 디코딩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대부분 동기식, 일부 비동기식
보충

매일

읽기 - 독해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매일

비동기식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주간 3-4 회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주간 3-4 회

개별화 지원)
쓰기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학습 런치
수학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사회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과학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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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
3 학년 - 5 학년
일일 활동

학습 형태

주간 횟수

아침 미팅/사회 정서 학습

동기식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매일 각각

비동기식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주간 3-4 회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주간 3-4 회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주중 순환

종례

동기식

매일

교사 오피스 시간

동기식

매일

읽기/쓰기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학습 런치
수학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사회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과학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음악, 미술, PE 또는 기타 특별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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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습
6 학년 - 8 학년
일일 활동
어드바이저리/홈룸/
사회 정서적 학습

학습 형태

주간 횟수

동기식

아침 미팅/사회 정서 학습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주중 순환

동기식

교사 오피스 시간

학습 형태

주간 횟수

동기식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조합

주중 순환

동기식

교사 오피스 시간

ELA, 수학, 과학 및 사회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음악, 미술, PE 또는 기타 특별
과목
교사 오피스 시간

9 학년 - 12 학년
일일 활동
어드바이저리/홈룸/
사회 정서 학습
예정된 과목 분야

(다양한 규모의 그룹 학습,
개별화 지원)
음악, 미술, PE 또는 기타 특별
과목
교사 오피스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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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지원

자녀를 위한 지원

자녀를 위한 지원
자녀를 위한 사회 정서 학습 지원

브릿지 투 스쿨 계획은 학생들의 자아 인식,

교사 및 또래와 연결된 느낌을 가질 때

자기 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 책임있는

학생들은 더 잘 학습하고 안전하게 느끼며 힘든

결정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중 진행 중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이니셔티브를 보완합니다.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은 학업 진척은 물론 인생의 성공을

자세한 정보는 “회복하는 아이들, 더 안전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OVID-19 팬데믹

학교(Resilient Kids, Safer Schools)” 페이지를

이전에도 많은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schools.nyc.gov/bridgetoschool 에서

상황을 겪고 일부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읽어보십시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 홈리스, 추방 걱정
등의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과 서비스가 없다면

감정에 대해 배우기

학생들의 타격은 상당할 것입니다. 학교는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 배우기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고통과

시작합니다. 연습과 어른들의 지원을 통해

걱정으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합니다.

알아가며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올해 학교들은 공동체와 회복력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필요를 지원할 것입니다.
튼튼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학생과
가정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의 또래와
구성원들과 공감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회복력에 집중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실망을 극복하는 스킬을 공유합니다.
2020 년 3 월 이후 COVID 로 모든 학교 건물이
폐쇄 이후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브릿지 투 스쿨(Bridge to
School, 학교로 가는 다리) 계획입니다. 2020-21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왜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요?”를
읽어보십시오.
(infohub.nyced.or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ocialemotional-learning-infographic-handoutenglish.pdf).
어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이해하도록

학년도 초 이행될 이 계획은 모든 학교에 사회

도와주세요(예: 지금 신났구나! 왜 신났는지

정서적 학습 레슨 및 액티비티를 제공하여

궁금하다.”)

학생들이 극복 능력을 개발하고 슬픔을
이겨내고 일일 학습에 적응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행복하다, 슬프다, 답답하다, 무섭다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아주
화가 많이 나 보이는구나. 화날 대는 벽을
밀어도 돼.” 또는 “슬퍼 보이는구나. 슬플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9/24/20 자 정보. 최신 정보는 schools.nyc.gov/familyguide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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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안아달라고 하거나 좋아하는



가정 언어 (또는 제 2 언어) 및

장난감을 갖고 놀아 보렴.”



이중언어 과목 지도

올해는 학교에서 뉴욕주 제 2 언어 성취 시험을

다언어 학습자 지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봄 영어
능숙도 평가를 위해 다언어 학습자 및

다언어 학습자 및 영어학습학생

영어학습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MLLs/ELLs)은 영어 이외의 언어를 가정에서

따라서 올해 대부분의 MLLs/ELLs 는 2019-2020

사용하고 영어를 배우는데 추가 도움이 필요한

학년도 언어 능숙 레벨에 따라 지도합니다.

학생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혼합 및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관련 질문이나

전면 원격 학습을 통해 모든 과목에서 가정

우려사항은 schoolsearch.schools.nyc 에서

언어로 지원을 받습니다. 최근 영어학습학생

자녀의 학교를 찾아 문의하십시오.

서비스를 마친 학생을 포함해 이 학생들은
계속해서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사에게 언어
개발 교육을 받습니다.

모든 다언어 학습자는 교실과 가정에서 학습할
때 문화적으로 민감한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언어 발달과 학습 내용의 이해를 보완하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전환적 이중언어 교육

활동입니다. 다음 표는 학생들이 참여하게 될

또는 이원언어) 학생들은 계속해서 두가지

활동의 예시와 가정에서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언어로 교육을 받습니다. 지원은 다음과

활용할 수 있는 연습 및 액티비티의

같습니다:

목록입니다.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ENL) 교육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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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액티비티의 예

MLL 학생 액티비티의 예



복잡한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적

가정에서 지원하는 방법



연관이 있는 어려운 텍스트 읽기


학생이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노트필기 등의

보거나 텍스트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전략
개발하기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하여 영어 및 주로
사용하는 언어나 가정 언어로 토론하기



수업 중 토론하는 내용의 지식을 쌓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정 언어 사용하기

학교에서 배운 전략을 가족에게 가르쳐
보기(예를 들어 노트필기)

구두 언어 스킬 발달을 위해 급우들과
토론에 참여하기

학교에서 배우는 주제와 관련된 짧은 영상을

가정 언어나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친척에게
편지쓰기



함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
찾기(예를 들어 노래하기, TV 시청, 책읽기)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책을 읽거나 소리내어
가족에게 책 읽어주기

School Re-Opening 2020–21 Family Guide
Accurate as of 9/24/20. Visit schools.nyc.gov/familyguide for the most up-to-d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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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학생들을 위한

제공자가 부모님께 연락 드려 일정을 잡을

지원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혼합 모델(학교에서 선정한 학습

PAD 를 업데이트 할 수 있나요?

모델에 따라 대면 및 원격) 또는 전면 원격
학습을 통해 교육받습니다. 각 모델에서
학생들은 IEP 에 특수 교육 프로그램(ICT, SETSS,
특수 학급)이 추천된 경우 특수교육 교사가
지도합니다.

자녀의 특수교육 프로그램 조정 문서(PAD)는
피드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제공자가 자녀의 진척을 계속
추적하며 부모님과 지속적으로 연락할
것입니다. PAD 에 대해 의논하거나 변경을

혼합 모델 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교 수업일과

요청하려면 자녀의 교사에게 연락하십시오.

유사한 대면 교육을 받게 됩니다. 혼합 모델의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원격 수업일에는 동기식 및 비동기식 학습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또는

액티비티의 조합으로 교육받습니다. 원격

전화 311 로 문의하십시오.

학습은 학생들에게 의미있고 통합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결되고 조정되어

PAD 가 IEP 를 대체하나요?

있습니다. 학교가 원격 및 대면 학습일의

PAD 는 자녀의 IEP 를 대체하거나 바꾸지

수업을 조율합니다.

않습니다. 자녀의 IEP 는 유효한 문서로 연례

전면 원격 학생들은 학교의 온라인 플랫폼을

목표와 추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사용하여 모든 수업을 받고 동기식 및 비동기식

PAD 는 자녀의 IEP 에 추천된 특수교육

학습 활동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요약하며 어떻게
가을학기 중 제공되는 혼합 및 원격 학습

프로그램 조정 문서(PAD)
자녀의 IEP 에 특수 교육 프로그램(ICT, SETSS,
특수 학급)이 추천되었다면 특수 교육 교사가

모델에 조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언제 자녀의 PAD 를 받을 수 있나요?

가을학기 중 어떻게 프로그램이 전달되는지에

자녀의 특수교육 교사가 9 월 중순경 PAD 를

대해 연락드릴 것입니다. 질문을 하고

논의하기 위해 연락 드립니다. 9 월 18 일까지

업데이트, 선호사항, 우려사항 등을 공유하시기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9 월 25 일까지 PAD 를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교사는

받지 못하면 교사 또는 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자녀의 IEP 에 추천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약하고 혼합 및 원격 학습 환경에 어떻게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또는

조정되는지 설명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 조정

전화 311 로 문의하십시오.

문서(PAD)를 작성하여 부모님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자녀의 IEP 에 관련 서비스가
추천되었다면 자녀를 담당한 각 서비스

통합 합동 수업(ICT)
ICT 학급은 원격 및 대면 수업으로 IEP 학생 및
일반 학생을 포함합니다. 학급의 40 퍼센트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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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학생들이 IEP 학생입니다(최대 12 명의

혼합 학습에서 일부 또는 모든 SETSS 세션은

IEP 학생).

원격으로 제공되며 일부는 학교에서 대면으로

혼합 학습에서 대면 수업일에 학급은 특수교육
교사 및 일반교육 또는 과목 교사(합동 수업
팀)가 지도합니다. 가능한 한 대면 그룹의
40 퍼센트 이하의 학생들이 IEP 학생입니다.
원격 수업일에는 제 3 의 교사가 동기 및 비동기
학습 액티비티를 통해 지도할 것입니다. 원격
교사 및 대면 합동 수업 팀은 매일 만나 함께
학습을 조율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완전 원격 학습의 경우 동기 및 비동기 학습
액티비티를 통해 합동 수업팀이 수업을
원격으로 지도합니다.

특수교육 교사지원서비스(SETSS)
직접 SETSS
SETSS 는 원격 또는 대면으로 특수교육 교사의
직접 지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원격 SETSS 의 경우 IEP 에 추천된 것과는 다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EP 에서 일반교육학습
중 SETSS 가 추천되었다면 SETSS 제공자가
별도의 원격 세션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적 필요에
대처하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면
SETSS 는 IEP 에 추천된 것과 다른 곳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IEP 에
SETSS 가 일반 교육 교실에서 전달되도록
추천되어 있다면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학교의 별도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간접 SETSS
간접 SETSS 은 자녀의 필요 충족을 위해
특수교육 교사와 일반교육 교사가 협력하여
학습 환경을 조정하고 지도 방식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간접 SETSS 는 혼합 및 완전 원격
학습을 계속 지원합니다.

특수 학급
특수 학급은 원격 또는 대면으로 특수교육
교사가 지도합니다. 비슷한 연령과 기능적
수준의 학생들의 그룹으로 IEP 에 지정된 학급
규모와 교직원 비율에 따른 일반 요건에 따라
학급이 구성됩니다.
원격 학습은 동기 및 비동기 활동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학급 보조교사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원격 지원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교습 지원,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개인 또는 소그룹 교습, 자녀의
원격 학습 필요 충족에 대한 교사 및 부모님과
체크인/체크아웃, 피드백, 우려사항, 요청 등을
교사와 공유 등이 포함됩니다.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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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평가
전면 원격
자녀는 직접, 실시간 교육과 자기 속도에 맞춘
학습 활동의 조합으로 IEP 목표를 달성합니다.
교사는 감각 기능, 사회적 교류, 자기 관리, 걱정
관리, 의사소통 및/또는 집행 기능에 영향을
주는 장애 학생의 집중 필요 분야에 대한 특수
교육 관행과 접근을 사용합니다.

혼합
대면 학습 중 학생은 다모델, 다감각 활동에
참여하여 개별 학습 방식에 맞는 경험을 하며
자신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합니다.
특정 집중 분야에는 또래와의 체계적 의사소통,
특정 스킬 또는 전략 연습, 새로운 내용 직접

학급 전체 또는 소그룹 환경에서 참여하고 언어
스킬을 연습합니다. 이중언어 교육과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ENL)는 뉴욕주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원격으로 제공됩니다.

혼합
자녀의 학교에서 선택한 모델에 따라 대면 및
원격 학습의 조합으로 제공됩니다. 이중언어
학습 및 신규 언어로서의 영어(ENL)는
뉴욕주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원격 및/또는
대면으로 제공됩니다. 자녀의 학교는 이중 언어
또는 전환 이중언어 교육(TBE)의 이중언어 교육
모델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대면 수업일에는 학업적 언어 개발을 위해
액티비티 및 레슨을 통한 언어 연습의 기회에
중점을 둡니다.

학습 등이 포함되나 이것에만 국한되지

원격 및 혼합 학습 중 가정 언어 활용은 자녀의

않습니다.

언어 학습을 지원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교내

자녀의 학교는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일의
교육에 연속성을 조율하며 가정에서 따를 수

팀이 자녀의 IEP 및 언어 발달 필요에 따라
레슨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있는 루틴과 학생의 독립성과 의사소통을

자녀를 지도할 이중언어 교사가 없다면

장려하는 스킬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이중언어 대안 배정 보조교사가 배정되어 대면
및 원격 학습 중 자녀의 언어 필요를 지원할

이중언어 특수교육(BSE)

것입니다.

전면 원격
자녀는 IEP 에 추천된 언어로 특수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받습니다. 주요 과목
학습, 수업 및 활동은 두 가지 언어로
제공됩니다(영어 및 가정 언어). 온라인 디지털
도구 및 자료를 포함한 번역된 텍스트, 자료,
교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EP 목표는
자녀의 개별 학습 및 언어적 필요를 지원하는
일일 교육에 접목됩니다. 자녀는 또래와 함께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9/24/20 자 정보. 최신 정보는 schools.nyc.gov/familyguide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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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
혼합 학습에서 일부 또는 모든 관련 서비스
세션은 원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일부 또는
모두가 학교에서 대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적 필요에 대처하면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면 서비스는 IEP 에 추천된
것과 다른 곳에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IEP 에 서비스가 교실에서

보조교사
IEP 지정 보조교사(행동 지원, 보건, 용변, 방향
및 이동) 및 학급 보조교사(12:1+1, 8:1+1, 6:1+1
및 12:1+(3:1) 학급)가 계속 학생을 대면 및
원격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교사는 자녀의
PAD 를 논의할 때 보조교사의 역할을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원격 학습 환경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의 예:

전달되도록 추천되어 있다면 건강상의 위험을



원격 학습 자료 준비 및 업로드

줄이기 위해 학교의 별도 장소에서 제공될 수



소그룹 학습 지도

있습니다.



학습 활동에서 개인 또는 소그룹 지원

원격 학습의 경우 IEP 에 추천된 것과는 다른



부모님과 학생의 원격 학습 플랫폼 이용
지원

환경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EP 에 교실 내 서비스가



추천되었다면 제공자는 자녀의 필요와 원격
학습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하다면 대신
별도의 원격 세션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배정된 관련 서비스 제공자가
부모님께 연락하여 일정과 서비스 전달 방식을
논의할 것이며 여기에는 위 추천 사항에 대한
조정이 포함됩니다. 제공자에게 귀하의 선호와
피드백을 알려주십시오. 자녀의 관련 서비스

부모님과 상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지도를
위한 논의



긍정적 행동 지원 시스템 강화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중 자녀 지원

대면 학습 환경에서 보조교사의 역할의 예:


교사가 학급 전체를 지원할 때 소그룹
학습을 이끌기

제공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은 학교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추가 지원은 이메일

자녀의 개별 필요 지원을 위한 추천을 위해



적절한 위생 실천 및 보건 및 안전 예방조치

relatedservices@schools.nyc.gov 또는 전화

실행을 포함한 개인 및 학생 소그룹의 보건,

311 로 문의하십시오.

행동 또는 용변 필요 지원


일부 학생이 교사와 대면 학습을 할 때 혼합
그룹의 원격 학습 그룹 지원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9/24/20 자 정보. 최신 정보는 schools.nyc.gov/familyguide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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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 이상 학생
지속적인 학습
졸업장이나 수료증 취득을 위해 학습 중이거나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학점 이수를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다시 학교로 초대합니다.
33 학점 이상을 이수한 모든 학생과 최대 1 년
더 학습했다면 졸업할 수 있었던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원격 학습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학습 및/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거나 졸업 후 계획을
개발할 수 없었던 경우, 퇴보를 보이며 IEP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IEP 학생은 교육
및/또는 관련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학업을
계속할 자격이 있습니다.

전환 지원 상담 서비스
성인/졸업 후 서비스 또는 학습에 연결되어야
하거나 학교를 마친 IEP 학생은 졸업 후 목표에
따라 학생의 필요를 충족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IEP 회의
IEP 회의는 전화 또는 비디오 컨퍼런스로
실시될 것입니다. IEP 팀에서 어떻게 IEP 회의가
열리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 드릴 것입니다.
자녀의 IEP 에 대한 질문이나 IEP 회의 요청은
자녀의 특수교육교사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또는 전화
311 로 문의하십시오.

평가
특수교육 평가는 계속해서 원격 방식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대면 평가를 합니다.
학교 심리상담사는 모든 기존 및 신규 평가에
우선 종합 데이터 기반 모델을
사용합니다(예전에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제외). 이런 평가 방식의 모든
요소는 원격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는 교실 참관 및
임상 인터뷰를 통해 실시됩니다.



성인 서비스 에이전시 등록



직업 프로그램 등록



대학 지원 및 추가 서류

피하기 위해 장애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만



그 외 학생이 적절한 성인 프로그램 및

실시할 것입니다.

학교 심리상담사가 자녀에게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불필요한 평가 교류를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연결 또는
소개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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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평가 또는 재평가를 요청하려면 자녀의
학교에 의뢰하십시오
(www.schools.nyc.gov/learning/specialeducation/the-iep-process/making-a-referral).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또는
전화 311 로 문의하시고 유아원 아동의 경우
유아원 특수 교육 위원회
(www.schools.nyc.gov/specialeducation/help/cpse-cse)로 연락하십시오.

빨래 집게 등 가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십시오. 이미 편안한 공간을
탐험하게 하십시오. 학습 절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집 안이나 밖에 교실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낯익은 안전한 공간에서
가장 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타임과 다양한 학습 접목
학습 시간 중 일부는 컴퓨터나 전자기기를
멀리하도록 제안하세요. 예를 들어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숙제를 인쇄하여 종이에 숙제를 하게
하세요. 교과서나 기타 인쇄물을 읽는 것은
자녀가 스크린에서 벗어나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추, 병뚜껑 등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수학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와 연계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커뮤니티와 연결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자녀 교육 지원
혼합 모델이든 전면 원격 학습이든 학업에
집중할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책을 읽고 숙제를 하고 제 시간에 숙제를
제출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녀

가정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감정을
공유하고 리소스를 이용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다른 학부모의 대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학부모회/학부모 교사회에 참여하여
학교 차원에서 서로 교류하고 학군의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학군 차원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조기 아동 액티비티 준비
집에는 가정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주방용품, 옷이나 옷감,
필기구, 재활용 또는 천연 재료, 단추, 병뚜껑,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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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적 일상 수립

아이와 놀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녀와 노는 것은 가정 학습을 지원하는 한가지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자녀와

모두의 안정감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기회가 됩니다. 자녀의

자녀가 지난 봄 원격 학습으로 전환하기 전

교사진이 수업의 연장이 되는 아이디어를

학기 중 따랐던 일과와 비슷한 규칙적인 수면

제공할 것이며 모든 종류의 놀이에서 아이들은

스케줄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또한 자녀가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중 더 많이

특정한 일상의 활동의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을

놀수록 더 많이 배웁니다.

정하여 집중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놀이를 통한 학습 지원 전략:

자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시각적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놀아주세요.



매일 활동(목욕, 요리, 빨래 등)에서 놀이와

계획표를 만들어 주세요. 계획에 변화가 있으면
자녀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변화가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생기기 전 1-2 번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학교
일과 스케줄(표 2) 및 가정 스케줄(표 30 의
시각적 계획표 샘플을 참고하십시오.

수업 이외에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기

자녀를 참여시키세요.


쌓고 있구나.”)


개방형 질문을 하십시오. 개방형 질문은
정해진 답이 없고 학습을 확장할 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친구와 가족과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아이에게 자신의

연결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들은

생각을 표현하거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소셜 미디어로 보고

개발할 기회가 됩니다(“박스 하나를 더 위에

팝컬쳐에서 유행하는 것을 찾아보거나 또래

쌓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주변 세상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서로 교류하며 커뮤니티를 경험합니다.

자녀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해주세요(“박스를



가정에서 프로그램에서 일어나는 학습을

아이들이 친구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연장하십시오(수업에서 “우리 동네에

감정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녀의

무엇이 있나요?”를 배운다면 자녀와 함께

스케줄에 이런 시간을 넣어주세요.

동네를 산책하고 발견한 것에 대해
말해보세요.).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자녀의 교사진과 가정에서 한 활동에 대해

즐기는 것은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건강과

이야기를 나누면 교사진이 원격 학습

웰빙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할

절차에 일부가 되어 부모님과 자녀를 잘 알

때 학교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또는 따로 혼자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함께 춤추기 등

지속적인 학습 공간 마련

진정 즐기는 것을 할 수 있는 “즐거운 휴식”을

집에서 학습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지정해 놓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것이 학년도 동안 공부와 놀이를 구분하는데 큰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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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지원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공부하는 공간은
조용하고 편안하며 학습에만 사용되든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능하면 이 공간은 놀 때
사용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이
공간에 있을 때는 학교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능한 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여보세요
아이가 학교 과제를 할 시간에는 마칠 때까지
전화, 전자기기, 장난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집중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즐거운 휴식” 또는 지정된 놀이 시간에
기대할 액티비티가 생깁니다.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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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지원
표 2 — 학교 수업일 스케줄

어제

오늘

내일

학교 수업

학교 수업

가정 수업

전

지금

다음

아침 미팅

간식

놀이 시간

표 3 — 가정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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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있을 때 유용한 도움말

학교에 있을 때 유용한 도움말
가족/학생은 전화기로 이메일을

학생 대상 일일 건강상태 검사

보여주거나 인쇄본으로 검사 결과를

NYS 뉴욕주 보건부 지침에 따라 학생 건강상태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필요에 따라

검사(체온 측정 포함)를 반드시 매일 해야 하며

학생의 온라인 건강검사 질문지 작성을

DOE 학교 건물에 입장하기 전 가정에서

도와주고 학생이 등교시 입장할 때 적절한

작성하고 오기를 권장합니다. 건강상태 검사는

증빙을 지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온라인

학생이 대면 학습을 위해 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건강상태 검사 질문 앱:

등교일에 필수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healthscreening.schools.nyc.

다음과 같은 경우 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를 작성할 수

지난 10 일 이내에 체온이 화씨 100.0 도

없다면 학교는 반드시 가정에서 작성할 수

이상, 새롭게 발현된 기침, 미각이나 후각

있도록 건강상태 검사 질문지를 여러 장

상실, 호흡곤란 등 COVID-19 증상을 경험한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 담당, 가족 및

경우.

학생들은

지난 10 일 이내에 타액이나 비강 또는 인두

bit.ly/DOEHealthScreeningQuestionnaire 에

검사를 통한 COVID-19 테스트에서 양성

서 양식의 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경우.



현장 검사: DOE 학생이 가정에서 온라인

본인이 아는 한 지난 14 일 이내에 COVID-

도구 또는 질문지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를

19 확진자 또는 COVID-19 증상을 보이거나

하지 못했다면 학교 건물 입장 전 현장에서

보였던 사람과 가까이 접촉(6 피트

건강검사 질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내에서 최소 10 분 정도)한 경우.

학교는 온라인 도구 또는 건강검사 질문지

지난 14 일 이내에 뉴욕주 여행 경보
(coronavirus.health.ny.gov/covid-19-traveladvisory) 에서 주의를 내린 COVID-19 창궐
국가나 타주로 여행한 경우.
DOE 가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수
건강상태 검사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검사 질문지: 학생이 온라인

온라인 건강상태 질문: DOE 가족/학생은
DOE 건물에 입장하기 전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 자가 사전 검사를 하도록
장려합니다. 학교 시설에 입장할 때

사본을 사용하여 어떻게 현장에서
검사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교내에서 체온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통학 시 스쿨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가정에서는 반드시 자녀가 버스에 승차하기 전
아이가 버스에 승차하고 학교에 출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녀의 체온을 측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버스 담당자는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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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버스를 타기 전 또는 탑승한 후

COVID-19 확산 방지

질문지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학교 등교: 가족들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전, 특히 어린 아이의 경우 사전에
건강상태 검사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도구
또는 질문지를 이용해 사전 검사지를 작성할 수
없다면 자녀가 학교에 입장하기 전 학교에서
직접 자녀의 검사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는

물리적 거리 두기
학교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최소 6 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검사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들을 가족과
함께 빌딩에 입장하기 전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표지판 및 바닥 표시

있도록 가족과 조율해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

학교에는 NYC 보건부의 확산을 막기 위한
4 개의 코어 액션에 대한 표지판이 부착됩니다.

Accessh.org/covidfamilyguide 에서 패스워드
"AskDrBill"를 입력하면 Dr. Williams A. Haseltine
PhD 가 제공하는 "부모, 조부모, 아이들을 위한

얼굴 가리개

COVID 관련 질문과 답변 가정 안내서(A Family
Guide to COVID Questions and Answers for

학교 건물 내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이

Parents, Grandparents and Children)"에서

필수입니다.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발달

COVID-19 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상태와 연령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안내서 보기는 무료입니다.

교직원은 개인 보호 장비(PPE)를 착용을 강화할

부모님과 자녀가 학교 건물에 있거나 이동할 때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모범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것입니다. DOE 는 학교 건물 안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적절한 PPE 를 조달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기타 예방 조치는
감염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거나 말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 대인 전파를 막아 COVID-19
확산을 방지합니다.

더욱 상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자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해지도록
도와주는 방법(Help Your Child Feel Good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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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ing and Seeing Others Wearing
Face Masks)”
bit.ly/HelpyourChildFeelGoodaboutFaceM
asks


“학부모 안내서:아이의 얼굴 가리개 착용
도와주기”
bit.ly/ParentGuideHelpingYourChildWearaFaceMask

손 씻기 및 손 세정제 사용
학생과 교직원은 학교 일과 중 손을 씻거나 손
세정제를 사용할 기회가 더 자주 있을
것입니다. 손 씻기는 아이의 건강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COVID-19 가 전염되는 것을

Ms. Patricia Newkirk, 17 학군 공립학교 249

혼합 및 원격 학생 급식
급식 및 영양 서비스 담당실은 양질의 식사를
가정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영양가

방지합니다.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손을

있는 식사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씻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재미있고 유용한

모든 연령과 배경의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추천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20 초 이상”

목표입니다. 통곡류, 저염, 무지방 우유 등

hhph.org/resources/20-seconds-or-more-

USDA 학교 급식 표준을 충족하고 초과하는

video/

높은 영양 기준을 유지합니다.

“20 Segundos O Más” (Reggaeton 버전)

이번 학년도에도 학생들은 계속해서 로컬

hhph.org/20segundosomas-espanol/

유제품, 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 옵션, 신선한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설명하는
코로나바이러스”
www.youtube.com/watch?v=TtFFUshQ4i0

샐러드 주식이 제공되는 화요일, 무항생제
닭고기 요리가 제공되는 목요일 등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급식으로
제공되는 음식에는 고과당 콘시럽과 인공 색소,
조미료, 비영양성 감미료, 인공 방부제 등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침 및 점심 도시락(Grab and Go)이 학교
건물에 있는 모든 학생과 원격 학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2020 년 9 월 21 일부터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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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있을 때 유용한 도움말
모든 학교 건물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격 학습 학생을 위한 포장 도시락
키친이 있는 모든 학교 건물에는 지정된
출입구에 원격 학생이 별도의 도시락을

샘플 메뉴:
아침 익스프레스 메뉴
www.schools.nyc.gov/schoollife/food/menus/breakfast-meals
점심 익스프레스 메뉴

받아갈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www.schools.nyc.gov/school-

2020 년 9 월 21 일부터 포장 도시락은

life/food/menus/school-lunch-meals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의 도시락을 가져갈

www.schools.nyc.gov/school-life/food/school-

수 있지만 성인용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meals

학교 건물 내 급식 서비스:
포장된 아침 및 점심 도시락이 학교 수업에

학생들은 매일 가장 집에서 가까운 학교
건물에서 식사를 가져가기 바랍니다. 등록된
학교에서 급식을 받기 위해 멀리 이동하지

출석한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아침식사는

않아도 됩니다. 키친이 구비된 모든 건물에서

학교 건물에 입장할 때 제공되며 교실에서

포장 도시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전

먹습니다. 점심 서비스는 교장이 각 층에

직원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정한 배식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음식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배식과 식사는 적절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갖추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일정 중 교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식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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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커뮤니티와 연계
교내 및 학군 차원 그룹과의 연계
다음은 부모님과 자녀가 참여하여 학교
커뮤니티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자녀의 교육과
학교 생활의 방향에 대한 결정에 도움을 받을



학교 예산을 보충할 기금을 조성합니다.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교 리더십 팀
학교 리더십 팀(SLT)은 학교의 교육 정책을

수 있는 교내 및 학군 차원의 그룹 목록입니다.

개발하는 그룹입니다. SLT 의 주요 역할은 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교사회(PTA)

involved/families/school-leadership-

학부모회(PA) 또는 학부모 교사회(PTA)는
학교의 공식 학부모 단체로 학부모 참여와
학교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PA/PTA 는 학부모가 조직화되어 다음과 같은
이슈에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정책에 의견 제시



자녀 권익 옹호



학교 행정부서 및 교직원과 협력



커뮤니티 일원 및 선출 공직자와 협력

종합 교육 계획(CEP)(www.schools.nyc.gov/getteam/comprehensive-education-plans)
개발입니다. 또한 이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합니다.
또한 SLT 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교내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PA/PTA 는 직접 학생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을 위한 타이틀 I 학부모 자문

학교 교과과정, 규정 및 절차에 대해

위원회(PACT)

알려드립니다.

모든 학생 성공법에 따라 타이틀 I 학교로

학부모가 교실 안팎의 액티비티에 참여할

지정된 DOE 학교들은 타이틀 I 학부모 자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원회(PAC)를 구성하여 해당 학교 타이틀 I

학교 리더십 팀의 결정에 참여할 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부모들을

있습니다.

대표하고 자문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 및 액티비티를

타이틀 I PAC 는 학교 리더십팀(SLT)과 타이틀 I

후원합니다.

프로그램의 공동 검토, 계획 및 개선,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부모 및 가정 참여 정책의 수립, 수정 및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간의 협력적 관계를









검토에 참여합니다.

형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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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을 위한 리더십 기회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학생회, 학생
어드바이저리 위원회, 청소년-성인 평등팀 등의

자녀가 교실, 또래, 교사진과 연계할 기회를
줍니다.


공유하십시오.

학교 리더십 체계를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웰니스를 지원할 전략과 재오픈 계획에



자녀의 미술작품, 공작, 발견 등을 교사진과
공유하십시오.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리더는
재오픈 정책 및 지원에 중요한 의견을

아이가 놀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교사진과



제시합니다.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요청하십시오.
자녀의 교사진은 원격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테크놀로지 관련 추가

학부모를 위한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s)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가정 기술지원 양식

커뮤니티 교육 위원회(CEC)는 각 학군을

(www.schools.nyc.gov/learning/learn-at-

대변하며 학군 차원의 학부모 참여를 가능하게

home/technical-tools-and-

합니다. CEC 는 학교 존라인을 승인하고

support/technical-support-for-families)을

예산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일을 합니다.

접수하거나 718-935-5100 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도 하여 해당 학군 내



동기 및 비동기 학습에 참여할 때 자녀는

교육 우선순위 파악, 교육장 평가, 교육감 및

조용히 있거나 세션을 관찰할 수 있으며

교육정책 패널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SLT 및

그래도 괜찮습니다.

회장단에게 연락관 역할도 합니다. 많은 CEC 는
학군의 회장 위원회와 협력하여 학부모 리더 및
일반 학부모 대상 워크숍을 주최하며 특수교육,
그랜트 선정 등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시간이 날 때 동기식 학습 세션이나 놀이에
자녀와 함께 하세요.



교사진과 지속적으로 가족에게 적합한
방법과 적합하지 않은 방법에 대해
소통하세요.

가정 학습과 교실 연계
원격으로 진행되는 학습에 대해 교사진이 알고

스케줄 변경, 질병, 상실 등 자녀의 학습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습과 연결되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교사진에게

학습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알려주세요.

있습니다. 원격 학습과 교실을 연결하는 것은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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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학교 계정 및 기기
관련 도움 받기

학교 커뮤니티와 연계

온라인 학교 계정 및 기기 관련 도움 받기
자녀의 온라인 학교 정보, 온라인 문제 해결

requests)을 작성하십시오. 제출하시면 자녀의

도움, 무료 컴퓨터 자료 받기 등에 대한

학교에 요청을 공유하여 자녀가 혼합 또는 원격

링크입니다.

학습을 위한 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DOE 학생 학교 계정

도와드립니다. 자녀 학교 연락처가 필요하시면

DOE 는 3K 및 Pre-K 학생을 포함한 모든 뉴욕시

DOE 의 학교 찾기

공립학교 학생의 학교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도구(schoolsearch.schools.nyc)에서 학교 DOE

DOE 학생 계정

웹페이지를 찾아 “일반 정보(General

페이지(schools.nyc.gov/learning/learn-at-

Information)”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home/technical-tools-and-support/doe-

가족을 위한 기술적 지원

student-accounts)에서 학생 계정을

DOE 의 원격 학습 지원 번역

생성하십시오.

페이지(schools.nyc.gov/learning/multilingual-

뉴욕시 학교 계정

learners/translated-support-for-remote-

자녀 학교에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learning)에서 원격 학습 지원의 번역을 볼 수

확진자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를

있습니다.

빠르게 공유하기 위해 여러분께 연락하는 것이

iPad 사용하기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화, 이메일, 문자로

DOE 제공 기기를 받았다면 iPad 사용 시작

연락드릴 수 있도록 뉴욕시 학교

페이지 (schools.nyc.gov/learning/learn-at-

계정(NYCSA)에 등록해 주십시오. 이 NYCSA

home/technical-tools-and-support/getting-

계정을 이용하여 자녀의 성적, 시험 점수,

started-with-your-ipad)를 참고하여 새 기기를

시간표, 통학 교통 및 그 밖의 더 많은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10 개 교육청 번역 언어(아랍어,

학생 및 가정을 위한 Microsoft 소프트웨어

벵골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아이티

DOE 는 무료 Microsoft 소프트웨어를 학생 및

크레올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가족에게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우르두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계정이 없다면

학생의 학업 향상을 위한 교육관련

다음 웹사이트에서

컨텐츠입니다. 또한 이런 소프트웨어 사용을

등록하십시오:schools.nyc.gov/nycsa. 등록은 몇

익히면 대학 및 진로 대비를 위해 학생들에게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DOE 의 학생 및 가정을 위한

기기 요청

Microsoft 소프트웨어

가을 학기 자녀에게 기기가 필요하다면

페이지(schools.nyc.gov/learning/learn-at-

DOE 의 공식 기기 요청

home/technical-tools-and-support/microsoft-

양식(schools.nyc.gov/learning/learn-at-

software)에서 Microsoft 소프트웨어 사용에

home/technical-tools-and-support/ipad-

대해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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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NYC 교육청
연락처

교장:
학교의 모든 부분을 이끌고 감독합니다. 교사,

자녀, 학교, DOE 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기타 교직원을 통해

연락처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학교장과

교사:

대화하십시오.

교사는 자녀의 품행, 사회적, 정서적 성장뿐만

학군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

아니라 학업과 성적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자녀의 학교 학군에서 가족들의 연락을

있습니다. 교사는 가족의 첫 번째이자 1 순위

담당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 수 없는

연락처입니다. 자녀의 교사와 정기적으로

문제는 학군의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에게

소통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학부모 코디네이터:

학군 가정 리더십 코디네이터:

학교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

학부모회/학부모 교사회, 학교 리더십 팀 및

제공하고 질문과 우려에 대한 답변을

기타를 포함한 학교 및 학군 학부모 리더십

해드립니다. 학부모 관련 활동 및 기회에

조직들을 지원합니다. 귀하의 학교 또는

대해서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문의

학군에서 참여 가능한 학부모 리더십 기회는

하십시오.

학군 가정 리더십 코디네이터에게

학교 카운슬러:

문의하십시오.

학생들에게 사회적 감성적 지원 및 학업 지도를

수퍼인텐던트:

제공합니다. 자녀가 경험할 수도 있는 사회

커뮤니티 수퍼인텐던트들은 K-8 학년을

또는 정서적 문제,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하는 학교들을 지원 및 관리하며, 고등학교

입학전형, 학업 일정, 성적 및 대학/취업 계획에

수퍼인텐던트들은 9-12 학년을 교육하는

관해 학교 카운슬러와 대화하십시오.

학교들을 지원 및 관리합니다. 75 학군

교감:

수퍼인텐던트는 뉴욕시 차원의 특수교육
프로그램들을 관리하고 79 학군

학교장이 학교 프로그램, 학업, 학생 지원과

수퍼인텐던트는 대안 프로그램들을

징계를 총괄하는 것을 돕고 이런 분야와 관련된

관리합니다.

질문과 우려에 대처합니다.

학군의 가정 지원 코디네이터 및 가정 리더십
코디네이터는 귀하의 수퍼인텐던트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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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입니다. 연락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가정 권한 강화 페이지 (schools.nyc.gov/get-

schools.nyc.gov/superintendents.

involved/families/family-empowerment)에서

학교 간호사
학교 간호사는 학교에서 학생의 의료분야

참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 연락처

필요에 대응하고 관리합니다. 학교에서 자녀가

전화:

약을 복용해야 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간호사와 대화하십시오.

가정 권한 강화
모든 학부모/보호자가 뉴욕시 공립학교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백십만 학생들의

718-935-2200 (월요일 - 금요일
8 a.m. – 6 p.m.)



311(주 7 일 24 시간 운영)에 전화하여 교육
관련 문제로 전화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성공을 위해 가족들은 가까운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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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 주요 연락처
연락처

정보

특수교육

웹사이트: schools.nyc.gov/specialeducation

특수교육 서비스 및

전화: (718) 935-2007 또는 311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이메일: specialeducation@schools.nyc.gov

정보를 알아보세요.
장애 조정

재활법 섹션 504 는 공립학교가 자격이 되는 장애 학생에게
서비스와 조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 보건 필요를
가진 학생이 학교생활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보건 서비스나 교육 조정, 혹은 두 가지 모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교의 504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거나 504 조정
페이지 (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504accommodations)를 참고하십시오.

영어학습학생/다언어학생 지원

웹사이트: schools.nyc.gov/multilingual-learners

영어를 배우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관련 질문이나 우려사항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schoolsearch.schools.nyc 에서 자녀의 학교를 찾아 문의하십시오.

상세 정보를 알아보세요.

이메일: dml@schools.nyc.gov

학생 등록 담당실

웹사이트: schools.nyc.gov/admissionsenrollment

입학전형 자료 및 모든 학년

학교 및 프로그램 정보: MySchools.nyc

등록 지원

NYC 공립학교 신규 전입 가정: schools.nyc.gov/newstudents
전화: (718) 935-2009 또는 이메일 l:
3-K, pre-K, 유치원 및 G&T 입학 관련 이메일:
ESEnrollment@schools.nyc.gov
중학교 입학 관련 이메일: MSEnrollment@schools.nyc.gov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입학 관련 이메일:
HSEnrollment@schools.nyc.gov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기 명단 관련 문의 이메일:
Waitlists@schools.nyc.gov

학교 재오픈 2020–21 가정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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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웰컴 센터(Family

웹사이트: schools.nyc.gov/welcomecenters

Welcome Center)

연락처: 지원 요청 양식 접수

등록 및 입학을 위한 서비스.

bit.ly/FWCSupportRequestForm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연락처: 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또는 학교장

선호하는 언어로 중요 정보를

학교 찾기(schoolsearch.schools.nyc)에서 학교의 담당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전화: (718) 935-2013
이메일: hello@schools.nyc.gov

학생 기록 및 성적 증명서

학생 기록 및 성적 증명서 요청 페이지

학교 성적 증명서나 기타

(www.schools.nyc.gov/learning/student-journey/student-records-

기록의 사본이 필요하십니까?

and-transcripts/requesting-student-records-and-transcripts)를
방문하십시오.

성적 및 출결 확인

자녀의 최신 학업 진척 현황을 알아보세요
연락처: 자녀의 담임
Mystudent.nyc 에서에서 NYC 학교 계정*에 로그인 하십시오.
*학교에서 계정 생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를 학교

찾기(schoolsearch.schools.nyc)에서 찾아보십시오.
통학 교통편

웹사이트: schools.nyc.gov/transportation

학교 통학에 관한 더욱 상세한

전화: (718) 392-8855

정보를 알아보세요.

이메일: pupiltransportationteam@schools.nyc.gov

학생 대 학생 집단 따돌림,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 방법.

괴롭힘, 협박, 차별 및/또는

연락처: 학교의 교직원 또는 모든 타인 존중(Respect for All)이나

성희롱 신고

성희롱 방지 담당 직원 자녀의 학교에 모든 타인 존중 담당 직원은

학교 찾기 (schoolsearch.schools.nyc)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nycenet.edu/bullyingreporting
전화: 718-935-2288
이메일: RespectforAll@schools.nyc.gov
아동 학대 신고

웹사이트: nyc.gov/acs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전화: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신고 뉴욕주 중앙

학대 신고 방법.

등록부(SCR) 핫라인 번호는 800342-37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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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DC 리더십 연락 목록
이그제큐티브

수퍼인텐던트

연락처

Meisha Porter

Michael Alcoff(학군 7,9,12)

MAlcoff@schools.nyc.gov

Ross

Rafael Alvarez(학군 7)

RAlvare4@schools.nyc.gov

브롱스

Sabrina Cooks(학군 8,10,11)

SCook6@schools.nyc.gov

Jacqueline Rosado(학군 12)

JRosado3@schools.nyc.gov

Erika Tobia(학군 8)

ETobia@schools.nyc.gov

Cristine Vaughan(학군 11)

CVaugha2@schools.nyc.gov

Leticia Rodriguez-Rosario(학군 9)

LRosario2@schools.nyc.gov

Karen Watts

Samuels Kamar(학군 13)

KSamuels@schools.nyc.gov

브루클린 북부

Alicja Winnicki(학군 14)

AWinnic@schools.nyc.gov

Anita Skop(학군 15)

ASkop@schools.nyc.gov

Yolanda Martin(학군 16)

YMartin3@schools.nyc.gov

Thomas McBryde Jr(학군 19)

TMcbrydejr@schools.nyc.gov

Miatheresa Pate(학군 23)

MPate@schools.nyc.gov

Sheila S.Gorski(학군 32)

SGorski@schools.nyc.gov

Janice Ross(부르클린 북부 고등학교 학군

JRoss11@schools.nyc.gov

수퍼인텐던트

13-16, 19, 32)
Barbara Freeman

Julianna Bove(학군 22)

JBove@schools.nyc.gov

브루클린 남부

Karina Constantino(학군 20)

Disabled.KCostan@schools.nyc.gov

Isabel Dimola(학군 21)

IDimola@schools.nyc.gov

Clarence Ellis(학군 17)

CEllis3@schools.nyc.gov

Michael Prayor(학군 17,18,20,21,22)

MPrayor@schools.nyc.gov

Beverly Wilkins(학군 18)

BWilkin@schools.nyc.gov

Marisol Rosales

Carry Chan(학군 1)

CChan2@schools.nyc.gov

맨해튼

Donalda Chumney(학군 2)

DChumney@schools.nyc.gov

Christine Loughlin(학군 3)

CLoughl@schools.nyc.gov

Alexandra Estrella(학군 4)

Kdelacr@schools.nyc.gov

Danika Rux(학군 5)

DRux@schools.nyc.gov

Manuel Ramirez(학군 6)

MRamire4@schools.nyc.gov

Vivian Orlen(맨해튼 고등학교 학군 1-6)

VOrlen@schools.nyc.gov

Fred Walsh(CUNY, Urban Assembly HS)

FWalsh@schools.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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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제큐티브

수퍼인텐던트

연락처

Mabel Muñiz-

Madelene Chan(학군 24)

MChan2@schools.nyc.gov

Sarduy

Philip Composto(학군 30)

PCompos@schools.nyc.gov

퀸즈 북부

Danielle Dimango(학군 25)

DDiMang@schools.nyc.gov

Danielle Giunta(학군 26)

Dgiunta4@schools.nyc.gov

Elaine Lindsey(학군 24,25,26,30)

ELindse@schools.nyc.gov

Dr. Mauricière

Jennifer Ambert(학군 27)

JAmbert@schools.nyc.gov

de Govia

Dr. Tammy Pate(학군 28)

TPate@schools.nyc.gov

퀸즈 남부

Juan Mendez(학군 27,28,29)

JMendez2@schools.nyc.gov

Beverly Mitchell(학군 29)

BMitche2@schools.nyc.gov

Vincenza Gallassio(학군 31)

VGallassio@schools.nyc.gov

75 학군

Ketler Louissaint(75 학군)

KLouiss@schools.nyc.gov

Tim Lisante

Alan Cheng(Consortium, Int’l, Outward

ACheng3@schools.nyc.gov

거치

Bound HS)

수퍼인텐던트

Richard Cintron(New Vision HS)

RCintro@schools.nyc.gov

Paul Rotondo(거치 HS)

PRotond@schools.nyc.gov

Robert Zweig(79 대안)

RZweig@schools.ny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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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가정을 위한 기술 용어집
용어
비동기식

동기식

혼합모델
수업(Blended
Learning)

원격 학습

온라인 학습 차이

대면 학습

하이브리드 학습

정의
실시간으로 시행되지 않는 교육과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토론 포럼,
사전 녹화된 웨비나 및 비디오, 디지털 과제 게시, 평가 등입니다.
실시간으로 실시되는 교육과 학습입니다. 학생과 비디오 컨퍼런스, 실시간
웨비나, 채팅 또는 전화 컨퍼런스 등입니다.
학생이 시간, 장소, 경로 및/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일부 온라인 학습과
일부 동기식 학습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 또는 수업의 각 학생의 학습
과정이 연결되어 통합된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대면 학습을 계획할
때 CDC 체크리스트(bit.ly/CDCBacktoSchoolChecklist)를 참고하십시오.
가정에서 학습할 때 학생과 교사가 연결되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또는 대부분의 기본 내용, 활동, 교육 및 교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최초 대면 미팅 또는 감독이 있는 시험 등 제외).
모든 활동 및 학습은 실제 교실에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고(PowerPoint
사용 제외) 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및 대면 활동 및 학습이 통합됩니다. 대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학생이 “앉아있는 시간” 감소).
코호트는 학교 프로그램에서 같은 날 대면 및/또는 원격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코호트

그룹을 말합니다. 다양한 학년이나 학급에 속할 수 있지만 같은 코호트의
학생들은 같은 날 학교에 갑니다. 전면 원격으로 학습하는 코호트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테크놀로지 사용과 관련된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 규범.

교육 테크놀로지

교육, 학습,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학습 환경에서의 테크놀로지 사용 관행.

21 세기 스킬

현대 사회 구성원으로 성공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가 갖춰야 할 능력.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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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팀워크, 창의력과 상상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디지털 능숙도, 시민정신 등의
능력이 학습의 토대가 됩니다.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이나 표현, 장애, 영어

공평

구사 능력, 종교, 사회 경제적 상태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른 성취도 차이를
줄이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 모든 학생의
교육적 기회 이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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