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 31593 Update for Families_July 13 2020 (Korean) 

2020년 7월 13일 

학부모님들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름 방학은 휴식과 재충전에 중요한 시기이며 

특히 우리 학생들과 가족, 교직원 모두에게 힘들었던 지난 몇 달 간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전에 맞섰고, 특히 여러분 자녀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진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 

여름에도 계속해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새학기의 시작도 전례 없는 것이 되겠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학생들이 사회 정서적 발달을 계속하고, 

능동적으로 학습을 지속한다면 새학년도에도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분들의 성공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희는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될 흥미롭고 지적 자극을 유발하는 

학습자료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서머 리딩, 서머 엔리치먼트, 칼리지 브릿지 포올 및 그 밖의 모든 지원은 여름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통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머 리딩(Summer Reading)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일깨우고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여름 방학동안에도 계속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학년도를 마친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지만, 뉴욕시 학생들은 이미 전자책 리더 앱 Sora를 통해 

3 만 권 이상의 책을 읽고 7,500 시간 이상의 독서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DOE 는 계속해서 우리 3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Sora를 통해 다양한 전자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책을 읽어 주시고, 

또 자녀가 혼자 독서하도록 장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장서 목록을 이용하는 데에는 DOE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hools.nyc.gov/summerreading 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뉴욕시 학교 도서관 시스템에서도 NYC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12학년 픽션 및 논픽션 

전자책으로 구성된 특별한 장서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서 목록 전체는 

galepages.com/nycdoe11/ebook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자도서들을 이용하려면 

libraries@schools.nyc.gov로 이메일을 보내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받으십시오. 

 

서머 엔리치먼트 챌린지 앤드 액티버티(Summer Enrichment Challenges and Activities)   

 

학습을 통해 새롭고 신나는 세상을 만나 보십시오! 올 여름, 여러분은 100여 군데 이상의 무료 가상 견학을 

통해 특별한 인물들과 장소를 가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자료들은 학생들이 역사 속 특별한 

사건들을 직접 경험하고, 동물에서부터 우주항공, 뉴욕시 상수도에서부터 국립공원, 꿀벌에서 힙합에 이르는 

수많은 흥미로운 주제들에 관해 자세히 배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희 협력기관으로는 Audubon New York, 

The Paley Center for Media, 퀸즈 식물원, 스태튼 아일랜드 동물원,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여러분이 뉴욕시의 거리와 그 너머 많은 장소들을 탐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 

 

또한 DOE에서는 7월 13일에서 8월 17일 사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뉴욕시 차원의 챌린지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거주하는 보로나 학년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재능과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경연대회에 

참가하십시오. 이 서머 챌린지들은 춤과 노래 경연대회, 마인크래프트에서 픽셀 초상화 만들기, 뉴욕시 새 관찰 

챌린지 등 다양하게 마련될 것입니다.  

http://www.schools.nyc.gov/summerreading
https://galepages.com/nycdoe11/ebooks
https://galepages.com/nycdoe11/e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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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a, 가상 견학, 뉴욕시 챌린지 등에 관한 상세정보는 schools.nyc.gov/summerlearning를 참고하십시오. 

 

칼리지 브릿지 포 올(College Bridge for All) 

 

저희는 2020년 고교 졸업생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지난 6월 말, 제니퍼 로페즈, 알렉스 

로드리게스, 린-마누엘 미란다 및 그 외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는 수 많은 뉴요커들과 함께 가상 졸업 

축하행사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를 놓친 분은 nycclassof2020.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칼리지 브릿지 포 올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화된 무료 코칭을 제공하여 올해 졸업생들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부터 9월 사이, 졸업생들은 대학이나, 직업훈련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취업 등, 본인이 선택한 다음 단계가 무엇이든 간에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올해 고교 졸업생이 있다면 bit.ly/classof2020nyc에서 씨니어 연락처 양식을 작성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속적인 지원 

 

다음은 여름 동안 지속되는 서비스들입니다: 

 

• 서머스쿨은 8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상세 정보: schools.nyc.gov/summerschool.  

 

• 원격 학습 여러분의 디지털 실력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웹페이지 schools.nyc.gov/technicaltools에는  구글 클래스룸, 마이크로소프트 팀, 줌 및 그 밖의 

많은 원격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 WNET/THIRTEEN과 DOE가 공동 제작하는 교육방송 프로그램인 “Let’s Learn NYC!”는 7월 13일부터 

다시 시작하여 8월 28일까지 로컬 TV 네트워크 채널 13에서 12 p.m.-1 p.m.(동부시간 기준)사이 

방영됩니다. Let’s Learn NYC!의 각 에피소드는 온라인 thirteen.org/programs/lets-learn-nyc/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에피소드는 3-K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의 기초, 수학, 사회, 과학에 

초점을 둔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letslearn. 

 

• 급식 센터(Meal Hub)에서는 모든 뉴욕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급식은 매주 월-금요일 7:30 a.m.에서 1:30 p.m. 사이 실시됩니다. 상세한 정보와 가까운 급식 센터 

위치는 schools.nyc.gov/freemeals에서 보십시오.  

 

• 지역 심화 센터(REC)에서는 8 월까지 필수직 자녀들을 대상으로 응급 돌봄 서비스를 월-금요일, 

7:30 a.m. - 6:00 p.m. 사이 제공합니다. 자세한 정보: schools.nyc.gov/RECs.  

  

여름방학을 열심히 활용하는 동안에도, 각 가정에서는 올 가을 학교 교육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학교 복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40만 이상의 가정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우리 학생과 가족, 교직원들의 안전은 저희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저희는 국립 질병 통제 및 예방센터(CDC), 뉴욕주 및 NYC 보건정신위생국의 지침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http://www.schools.nyc.gov/summerlearning
https://www.nycclassof2020.com/
http://bit.ly/classof2020nyc
https://www.schools.nyc.gov/enrollment/summer-school-2020
https://www.schools.nyc.gov/learn-at-home/technical-tools-and-support
https://www.thirteen.org/programs/lets-learn-nyc/
http://www.schools.nyc.gov/letslearn
http://schools.nyc.gov/freemeals
https://www.schools.nyc.gov/re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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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립된 1 차 오픈 계획이 학교와 가정에 공개되었으며, 이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는 

schools.nyc.gov/returntoschool2020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며, 개학 일자가 다가올수록 변화하는 공중 보건 여건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갱신할 것입니다.  

 

올 가을 안전하게 학교에 복귀할 수 있으려면, 학교 리더 및 교육자들과의 협력 뿐만 아니라, 여러분, 즉, 우리 

가족들과 학생들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저는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으나, 지금 더 없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점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며, 저는 오늘 뿐만 

아니라 매일,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배움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리처드 A. 카란자 

교육감 

뉴욕시 교육청 

 

 

http://www.schools.nyc.gov/returntoschoo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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