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 31199 REC Overview for Families (Korean) 

가정 안내서  

리저널 엔리치먼트 센터(REC)란 무엇입니까?  

REC는 뉴욕시 교육청에서 COVID-19 대응에 필수적인 최초 대응자들 및 필수 직종 종사자 자녀들을 위해 개설한 안전한 

학습 장소입니다.  

뉴욕시에 약 100군데 정도 설치된 REC에서는 원격 학습과 일 3회 식사, 아동 보육 서비스와 함께 음악, 미술, 체육 등의 

활동을 제공합니다. REC에는 K–12학년 외에도 조기 아동교육 센터도 포함되며, 뉴욕시 내 모든 학군에서 제공됩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수용하는 대상은 보건직종 종사자들, 최초 대응자들, 그리고 주요 대중교통 종사자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의 주요 서비스 제공자들 및 자녀들을 저희 셸터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나 평소 의료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은, 이 학생들에게 최선의 방책이 아닌 까닭에 REC에 나오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건국과 협의하여 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C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REC들은 2020년 3월 23일부터 운영됩니다.  

제 자녀를 어떻게 등록시킬 수 있나요?  

DOE는 최초 대응자 및 보건직종, 대중교통, 시 청소국, 뉴욕시 각 기관의 필수직, 그리고 협력 기관 종사자 등, 제 1선에 있는 

직종에 우선적으로 연락하여, 자녀들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시키도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가정에는 되도록 

거주지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센터를 배정하여 답장을 드립니다.  

제 자녀가 REC에 갈 때 가져갈 준비물이 있나요?  

학생들은 가능하다면 원격 학습에 필요한 기기(예,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에서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운영 시간: 7:30 a.m.– 6:00 p.m.  

임시 프로그램 일정:  

● 오전: 원격 학습  

● 오후:  

⁓ 아트   

⁓ 체육 및 스포츠 (3 p.m.– 6 p.m.)  

REC는 안전하게 운영되나요?  

저희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REC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6피트 유지, 한 학급 당 

9명 이하 유지 등, 모든 사회적 거리 두기 프로토콜이 준수될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센터들은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됩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누구입니까?  

REC에는 헌신적인 DOE 직원들과 저희 협력기관인 수십 군데 지역사회 기관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리저널 센터 봉사를 이미 

자청한 수많은 DOE 직원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 밖의 질문이 있으십니까?  

상세 정보는 schools.nyc.gov/recs 를 참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