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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러분께,  
  

전례 없던 금 학년도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저는 여러분과 학생들이 그 동안 학교 폐쇄와 원격학습 실행 

과정에서 보여주신 인내와 끈기, 그리고 유연성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이며,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는 새로운 혼란이 왔습니다. 특히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저희는 자녀분을 지원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적응하는 

저희를 도와 여러분께서 파트너로서 함께해 주신 모든 것들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가상 수업 및 원격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있어, 상황을 극복하고 자녀분의 가장 훌륭한 지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녀분의 필요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옵션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며 저희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저희 노력에 협력해 주시며 여러분과 형성한 튼튼한 유대에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분의 교사는 여름 방학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학년 말 마무리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여러분께 

연락드릴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찾고 계신다면, 자녀분의 교장 선생님께 직접 연락하십시오. 저희는 

여러분께서 자녀분의 IEP 목표에 관한 진척에 대해 질문하시고 원격 학습 기간 동안 자녀분에게 유용했던 

것 및 유용하지 못했던 것에 관한 의견을 추천과 제공해 주시며 여름 방학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요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는 또한 여러분께서 자녀분의 교사 및 학교 행정 담당자들과 

추가적인 학업 지원을 위한 서머 스쿨에 관한 추천에 관해 문의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난 삼 개월 동안, 저희는 가족 참여와 권한 위임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넓혔습니다. 저희는 자녀분의 학습 진척에 관한 질문, 우려 및 추천을 제공해준 다양한 워크숍 및 포럼에서 

여러분과 같은 학부모 및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저희는 가족 업무 시간(family office 

hours)뿐만 아니라 장애 어린이 가족 대상 온라인 학습 워크숍 Beyond Access 시리즈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서 9 월 및 그 이후를 준비하실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소스, 워크숍 및 가족 세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희가 가을 개학을 준비하고 가능한 가장 안전한 학교 건물 재개방에 관한 주요 결정을 내림에 있어,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자녀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일지에 관해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의견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학교 복귀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6 월 30 일까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schools.nyc.gov/returntoschool2020.   
  

교육청에서 저희는 IEP 를 갖고 있는 저희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에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리처드 A. 카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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