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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3 월 24 일 

친애하는 CPS 가족 여러분, 

이날 아침, 시와 카운티는 3 월 25 일부터 4 월 24 일까지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폐쇄 및 대안 및 원격 학습 방법이 확장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4 월 27 일 월요일에 학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사는 주문이 언제든지 연장, 

폐지, 대체 또는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사용 

가능해지면 변경 사항이나 추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como.gov/CMS/pressreleases/view.php?id=6656&tbiframe=1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como.gov/CMS/pressreleases/downloadfile.php?id=2369 

우리는 이 전례 없는,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유연성, 이해력, 지원에 대해 충분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감, 은혜, 협력, 무결성, 투명성, 신뢰의 학군 가치에 따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함께 통해 얻을 것이다. 

다음은 교육구 운영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입니다. 

학자 

재택 체류 순서발표와 함께, 우리의 대체 학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팀은 우리가 폐쇄 할 계획 

추가 주에 대한 다음 단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PK-4)는 4 월 10 일까지 완료할 수 있는 

작업 패킷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로부터 정기적인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학년과 

중고등학생은 Schoology 를 통해 교사에게 과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는 영어 학습자와 학생은 학습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받고 있으며, IEP 목표가 다른 지침 

방법을 통해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EP 팀은 뛰어난 학습자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구의 COVID-19 웹사이트에서 학술 자료와 

보충 활동이 있습니다: www.cpsk12.org/COVID19.     

식품 및 가족 지원 자료 

3 월 30 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기내식 배달이 시작됩니다. 월요일~금요일에는 

8 대의 버스가 여러 정류장을 운행합니다.  정류장은 학교에 만국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고가 지역을 포함하도록 지역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찾아 지정된 시간에 

학생과 함께 가십시오.  2~18 세의 학생들은 식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류장은 약 15 분 간 

지속됩니다.  정류장에서 사회적 인 거리를 연습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아침과 점심 은 모두 

그랩 앤 고 백으로 포장됩니다. 학생들은 자루 식사, 우유 1 개, 과일 및/또는 채소를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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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부패하지 않는 품목을 포함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 

및 냉장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연방 규정에 따라 학생이 식사를 받기 위해 참석해야 합니다.  학생이 이동성 문제(또는 부모가 

이동성 문제)로 인해 식사 하차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는경우,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성인이 드롭오프 

장소에 와서 학생의 식사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보호자/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학생의 식사를 픽업할 때 학생의 신분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학생의 신분증 번호를 

잘 모르는 경우 sped@cpsk12.org 이메일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sped@cpsk12.org   

버스 정류장 및 메뉴 정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추가 리소스: 

https://sharefoodbringhope.org/agencies/boone 
http://www.211help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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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Wi-Fi 핫스팟이 도착하여 학생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이파이의필요성을 

표시 한 사람들의 목록이있습니다. 식별된 각 가구는 하나의 핫스팟을 받게 됩니다. 핫스팟은 

교육구에 제출된 가정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핫스팟은 iPad 와 랩톱 모두에서 가정의 

모든 CPS 장치와 함께 작동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학군 인터넷 사용 경찰당 필터링 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핫스팟 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에 대한 

비디오는  www.cpsk12.org/covid/technology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영어 학습자가 

있는 가족을 위해 여러 언어로 안내가 제공됩니다. 

핫스팟의 추가 발송은 다음 주 초에 도착해야하며, 그 때 우리는 나머지 학생 및 직원 요청을 

이행할 것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스펙트럼, Mediacom 및 소켓에는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CPS 필터링-와이파이는  우리의 학교 주차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겨 무료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핫스팟 및 기타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한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www.cpsk12.org/COVID19. 

학생들의 학습을 유지하기 위한 your 유연성과 모든 가정내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석 정부 및 보건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정보를 계속 따르십시오. 

안전하게 지내세요! 

컬럼비아 공립학교 

1818 W. Worley 스트리트 

컬럼비아, MO 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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