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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4 월 7 일 

학부모님들께: 

 

우리 중 아무도 COVID-19 이 공립학교 건물들을 폐쇄하고, 원격 수업과 가정 학습이 시작되게 하고, 

안전하기 위해 서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리라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러분의 노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도 배움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은 15 만 명에 달하는 헌신적인 NYC 교육청 직원들과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새로운 교육 접근방식에 빠르게 적응해 가는 동안,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크게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과 속속 다가오는 

어려움의 연속인 현재는, 실로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소식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폐쇄: 뉴욕주에서는 주 내 모든 학교들이 2020 년 4 월 29 일까지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리전트 시험: 뉴욕주에서는 2020 년 6 월 시행 예정이었던 리전트 시험을 취소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는 이것이 졸업요건에 끼칠 영향에 관한 후속 안내가 곧 나갈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자면, 2020 년 6 월에 리전트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에 필수였던 이 시험들을 면제받게 되나 여전히 필수 과목 학점 취득을 완료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금년 졸업 예정이었던 학생들이 계속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학 및 영어 시험: 뉴욕주에서는 3-8 학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수학 및 영어 시험을 

취소하였습니다. 

 

 AP 시험: 칼리지보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AP 시험에 응시하는 대신, AP 시험을 가정에서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상세한 지침이 곧 제공될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DOE 원격 학습 기기 요청 페이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학습 도구들: 저희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가장 잘 보호하기 위하여, 각 학교들이 원격 

학습을 위한 가상 회의 도구로 사용하는 줌(Zoom)에서 다른 도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학교들이 줌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전환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리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사들이 이미 여러 

학교에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구글 행아웃 미트(Google Hangouts Meet)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ttps://coronavirus.schools.nyc/RemoteLearning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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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교육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최근의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여 더욱 빛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들은 이 비상시국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자기 가족의 변화된 요구를 돌보는 동시에 

우리의 교육 모델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각자 엄청난 스트레스에 직면한 가운데서도 보여주신 지원과 

협력정신은 우리 학생들이 이 시기를 견뎌내고, 안전하게 지내고, 학습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뤄낸 모든 것에 감사 드리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힘든 시기에도 계속해서 의미 있게 학습에 참여하고 발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역경 속에서는 우리 교육자와 부모님들 모두 진정한 영웅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현 상황을 하나씩 

헤쳐나갈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끝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리처드 A. 카란자 

교육감 

뉴욕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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