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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 16 일 

가족 여러분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라는 전무한 사태에 직면하여, 우리는 지역공동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요커들도 미국 전역의 수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결정에 직면하였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저는 기존의 학교시스템에 어떠한 변화라도 주는 것은 극단의 조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저희는 그간 뉴욕시에서의 감염 확산을 매일, 매 시간, 분 단위로 주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뉴욕시 학교 건물에서 공립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 

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 저희는 2020 년 4 월 20 일 학교 건물들을 재개방한다는 잠정적 일정으로, 앞으로 3 주 반 

동안 원격 학습 모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이라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과 지속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발표 내용은 3 월 16 일 월요일, 학교 건물들이 폐쇄되고 학생들 수업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가족들은 금주 화요일에서 목요일, 정규 학교 일과시간 동안 의약품을 픽업하거나 표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간호사들 및 학교 보건센터 스태프들은 현장 근무를 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사들도 학교에 출근하여 원격 학습을 위한 전문성 개발 연수에 종일 참여할 것입니다.  

 

금주 후반에는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 원격 학습에 필요한 테크놀로지를 포함하여, 교재를 픽업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지침은 추후 2-3 일 내에 전달될 것입니다. 금주 내내 모든 학교 건물 입구에서는 7:30 AM – 

1:30 PM 사이에 픽업해 갈 수 있는 식사가 배부됩니다. 학생들은 누구나, 아무 학교 건물에서나 아침과 점심 

식사를 픽업해 갈 수 있습니다.  

  

3 월 23 일 월요일부터, 저희는 뉴욕시 전역에 수십 군데 지역 엔리치먼트 센터를 열어 뉴욕시의 응급사태 최초 

대응자들, 보건직종 및 교통분야 종사자들 및 뉴욕시 취약계층 자녀들을 돌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 월요일부터 저희는 K-12 학년 대상 원격 학습을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시 교육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교사들이 이번 사태를 맞아 평소와 같은 헌신과 열정으로 교실에서 하던 수준 높은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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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로 제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교사, 관리직, 행정직, 그리고 특히 이 어려운 기간 

동안 뉴욕시 전역에 급식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학교 급식 담당 직원 등, 가장 헌신적인 학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실시에 관한 상세한 소식도 곧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조치가 휴교가 아닌,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저희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배움에 목말라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학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격 학습 모델을 지원할 장비의 배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웹사이트에는 모든 학년, 모든 과목 별 학습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schools.nyc.gov/learnathome.  

 

저희는 지금이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뉴욕시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가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전환절차가 가능한 원활하게 진행되리란 점을 보장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모든 뉴요커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이 도시에서 저희들의 교육의 동반자입니다. 저희에겐 세계 최고의 재능을 지닌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도 바꾸지 못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달할 것이며, 여러분께서는 이 전환기간 동안 교육청 웹사이트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coronavirus-update 에서 더 많은 정보와 최신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Richard A. Carranza 

뉴욕시 교육청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learn-at-home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health-and-wellness/coronavirus-up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