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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청] 공립학교 개학(대면, 비대면) 관련 업데이트  
 

8월 25일까지 업데이트 된 자료. 
추후 업데이트된 내용은 CIDA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특수교육 관련 

- 개학날은 임시로 9월 10일로 정하였으나 추후 정확한 날짜를 공지할 것임 
- 75학군의 학교들 뿐 아닌, IEP가 있는 장애학생들에게는 최대한 가능한 만큼 대면 
수업을 제공할 것임. (학교가 선택하는 수업제공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학생이 100% 원격 비대면 수업을 선택했더라도, 관련서비스(related services)들은 
대면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학교는 최대한 이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자 노력해야 함  

- 75학군은 지역학군의 학교들과 다른 모델을 제시함 (클릭 후 7~8쪽 참고)  
 
뉴욕시 교육청 원격학습기기(아이패드) 대여 

- (이미 대여한 학생들) 여름동안 교육청에서 원격으로 걸어둔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다음 
절차를 거칠 것 (잠금해제 방법 클릭) 

-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뉴욕시 교육청의 시스템 외의 학교로 옮기는 학생들은 9월 전 까지 
기기를 반납할 것 

- (아직 대여하지 못한 학생들) 필요시 신청할 것 (클릭) 
 
뉴욕시 _ 러닝 브릿지 (무상 차일드 케어 센터) 

- 러닝 브릿지는 3살부터 8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필요시 설문 작성 
(클릭) 을 통해 신청 

- 신청하는데에 제한은 없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정도는 한정되어 있음. 
 
P-EBT(팬데믹-전자이체카드) 보조  

- 학교 등교 중단 이후 제공되지 못한 점심에 대한 보조 지원으로, 뉴욕 공립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당 $420씩 제공됨. 이미 EBT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경우엔 자동으로 이체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가정에게는 메일로 체크가 발송됨. 

- 혹은 주소가 제대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등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하십시오: 1-888-328-
6399 or email Michele Martinez: mmartinezgugerli@schools.nyc.gov  

 
100% 원격 비대면 수업을 신청한 학생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chool-buildings-reopening-principal-meeting-07072020-for-posting.pd
https://cdn-blob-prd.azureedge.net/prd-pws/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school-buildings-reopening-principal-meeting-07072020-for-posting.pd
https://www.schools.nyc.gov/learning/learn-at-home/technical-tools-and-support/getting-started-with-your-ipad)
https://coronavirus.schools.nyc/RemoteLearningDevices
http://schools.nyc.gov/learning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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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저학년의 경우) 연이어서 15~20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매일 실시간 
수업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것이며, 고학년의 경우엔 그 시간 간격이 길어질 
수도 있음. 

-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교사: 뉴욕시 교육청은 최대한 그 학생이 속한 학교의 교사를 
채용하도록 장려하지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외부교사가 가르치게될 수도 있음. 

 
- 학생들은 최대한 아침 및 점심을 교실 본인의 자리에서 먹게 될 것임. (등교시 GRAB N 

GO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픽업) 
 
대면 수업모델을 선택한 학생 

- 열이 화씨 100도가 넘는 경우 집으로 돌려 보냄. 
- 학교는 8월 26일 이후 스케줄 관련 설문 및 연락을 각 가정에게 취할 것임. 

 
그 외 중요한 정보자료 

- (클릭) 학교에서 COVID 19확진자 발생시 요구되는 지침안내서  
- (클릭)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학교 대면/비대면 개학 안내서 

 

https://www.schools.nyc.gov/school-year-20-21/return-to-school-2020/health-and-safety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reopening-schools/nys-p12-school-reopening-guidance.pdf
http://www.nysed.gov/common/nysed/files/programs/reopening-schools/nys-p12-school-reopening-guidance.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