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정보는 Google 번역 또는 기타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번역되었습니다. 어떤 오류를 

실례합니다. 
 

5-11-20 

친애하는 CPS 가족: 

다음은 컬럼비아 공립학교의 운영에 대한 월요일 업데이트입니다. 

학술 및 학교 

• 2019-20학년도 마지막 날은 5월 21일까지입니다. 

• 교육구는 학교에 남겨진 학생 소지품을회수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드라이브 바이 검색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중등 학교는 대량 집회 및 사회적 거리 조정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일정을 갖습니다. 학교 건물에서 항목 검색 날짜, 시간 및 세부 

사항에 대한 지침을 찾아보십시오.  

• 학년도의 마지막 초등학교 학습 패킷이  우송되었습니다.  패킷은 학술 자원에서 COVID-19 

웹 사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cpsk12.org/COVID19 
 

식품 및 가족 지원 자료 

• 학생 식사 계정잔액(양수 또는 음수)은 자동으로 다음 학년도에 롤됩니다. 학생이 교육구를 

떠나는 경우 잔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려면  

lunch@cpsk12.org 이메일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고 학생 이름 및/또는 학생 번호를 제공하고 

올바른 우편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수표는 행동하는 부모/보호자에게만 이루어지며 영양 

서비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환불절차는 2~4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그랩 앤 고 식사 경로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새로운 노선이 연결되고 또한 우리의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psk12.org/cms/lib/MO01909752/Centricity/Domain/9415/Grab-and-
Go%20Updated%20Routes%204-13-20.pdf 

• 상담 및 정신 건강 자원은 가족에게도 제공됩니다:  
https://www.cpsschoolcounseling.com/covid-19.html 

 
기술 

• CPS 장치 반환 및 교체: 

http://www.cpsk12.org/COVID19
mailto:lunch@cpsk12.org
https://www.cpsk12.org/cms/lib/MO01909752/Centricity/Domain/9415/Grab-and-Go%20Updated%20Routes%204-13-20.pdf
https://www.cpsk12.org/cms/lib/MO01909752/Centricity/Domain/9415/Grab-and-Go%20Updated%20Routes%204-13-20.pdf
https://www.cpsschoolcounseling.com/covid-19.html


o 현재 발급된 모든 학생은 2020-2021학년도까지 장치를 보관할 예정이며, 8학년, 

현재 노인 및 가을에 CPS로 돌아오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면 이 장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o 현재 8학년은 여름을 통해 iPad를 보관하고  가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미디어 전문가로부터 노트북을 받게 됩니다.   

o 시니어 디바이스 콜렉션은 5월 21일과 5월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고등학교와 커리어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o 교육구에서 이사하거나 CPS로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은 아슬린 관리 빌딩 남쪽 

주차장에서 iPad와 노트북을 켤 수 있습니다  1818 W. Worley 6 월 1 일 - 3 일 오전 8 

시부 터 오후 4 시까 지. 

o 5~8학년 의 경우 iPad를 수리하거나 5월 31일까지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가 가을에 교체 장치를 다시 시작할 때 학생이 장치를 

가져옵니다. 

• 리소스: www.cpsk12.org/covid19/technology. 

• ID를 잊어 버렸습니다 : https://web.cpsk12.org/cpsonline/familyupdate/familyupdate.php#! 

• 비밀번호 분실: https://launchpad.classlink.com/resetpassword?scode=CPSFamilies 
 

지역, 주 및 연방 기관의 지침을 계속 따르십시오. COVID-19 웹사이트는 www.cpsk12.org/COVID19 
www.cpsk12.org/COVID19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컬럼비아 공립학교 

1818 W. Worley 스트리트 

컬럼비아, MO 65203  
 www.cpsk12.org  | www.cpsk12.org/COVID19 
 

http://www.cpsk12.org/covid19/technology
https://web.cpsk12.org/cpsonline/familyupdate/familyupdate.php#!
https://launchpad.classlink.com/resetpassword?scode=CPSFamilies
http://www.cpsk12.org/COVID19
http://www.cpsk12.org/
http://www.cpsk12.org/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