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
제목: 6월 4일: CPS 환영 메시지 - 정보 세션
가족분들께,
자녀의 학교로 Cambridge Public Schools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뵐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를 우리 커뮤니티로 환영하기 위하여, 귀하의 학교에서 6월 4일 가상 정보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목록을 보시고 등록 및 질문 제출을 해주시면 해당 팀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등록하신 후에 모국어로의 실시간 번역을 포함하여 로그인이나 참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Amigos School, 6월 4일 오후 1~2시
Baldwin, 6월 4일, 오후 7~8시
Cambridgeport, 6월 4일, 오후 1~2시
Dr. Martin Luther King, Jr., 6월 4일, 오후 4~5시
Fletcher Maynard Academy, 6월 4일, 오후 4~5시
Graham & Parks, 6월 4일, 오후 7~8시

Haggerty, 6월 4일, 오후 4~5시
Kennedy-Longfellow School, 6월 4일, 오후 1~2시
King Open, 6월 4일, 오후 1~2시
Morse School, 6월 4일, 오후 4~5시
Peabody, 6월 4일, 1~2시
Tobin Montessori, 6월 4일, 오후 4~5시

퍼블릭 스쿨 입학은 자녀의 인생에서 흥미롭고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의 입학 준비를 도와야 할지 고민되실 것입니다. 학교 건물은 폐쇄되었지만, 교육과 연결은 CPS에서
계속됩니다.
학교 건물을 여는 것이 다시 안전해지면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을 학기에
학교가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 및 안전: 우리는 학교 및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신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주
및 지역 보건, 그리고 교육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개학 계획 수립 및 결정에
있어 주의와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

미래 대비: CPS에서는 내년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일
일정, 주요 행사, 버스 노선 및 학교 급식 프로그램, 기술 계획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

여러분과의 소통: 귀하의 학교에서 곧 연락을 드릴 것이고, 여름에 학교 및 학군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할 양식이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개학이 가까워지면 직접
본인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입학 첫날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급작스러운 변화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ww.cpsd.us

에서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Find IT! Cambridge를 방문하여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귀하의 자녀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방문이나
기타 자녀 및 가족 면담과 같은 특정 활동을 발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결정은 현재 공중 보건
응급 상황의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실행되든,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CPS 커뮤니티와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서로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과 가족을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곧
실제로 만나 뵐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enneth N. Salim, Ed.D.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