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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례합니다. 

4/13/20 

친애하는 CPS 가족: 

약속대로, 우리는 학교가 폐쇄되는 동안 당신에게 우리의 운영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자합니다. 

학교는 학년 말까지 문을 닫을 것이지만, 우리의 대체 학습 방법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참여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 월의 공식 마지막 날이 우리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언제 가는지 결정하기 위해 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구는 아직 여름 학교에 관한 결정이나 발표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배들을 위해 깨지않습니다.  우리는 졸업과 무도회를 포함한 연말 활동에 대한 

대체 계획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종 결정이 없습니다. 

학술 및 학교 

• 학년도의 마크가 업데이트되었으며 홈 액세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S 포털을 통해 

홈 액세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몇 주 동안 기본 패킷은 집에 우편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www.cpsk12.org/COVID19 우리의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www.cpsk12.org/COVID19있습니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수업과 과정에 특정 학습에 대한 교사의 통신을 수신해야합니다. 

• AP와 이중 학점 수업은 여전히 학생들이 대학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학점 요건을 완료하거나 AP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과목의 지정된 날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할 것입니다.  

• 우리는 학생들을위한 연감 마무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아직 여기에 

그렇게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연감구입할 수 있습니다 :  
https://web.cpsk12.org/epayments/payment_login.php 

http://www.cpsk12.org/COVID19
https://web.cpsk12.org/epayments/payment_login.php


•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남겨진 소지품을구하는 것에 대해 묻고있습니다. 이 가능하기 전에 

재택 체류 순서를 해제해야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이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경우 추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식품 및 가족 지원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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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p of food sources그랩 앤 고(Grab-and-Go) 정류장을 포함한 음식 소스의 지도도 베테랑 

유나이티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맵 도구에 액세스할 수 
https://www.veteransunited.com/newsroom/interactive-map-of-available-resources-brought-
to-you-by-veterans-united-home-loans/  
https://www.veteransunited.com/newsroom/interactive-map-of-available-resources-brought-
to-you-by-veterans-united-home-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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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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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립학교1818 W. 월리 스트리트컬럼비아, MO 65203 
www.cpsk12.org  | www.cpsk12.org/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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