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구글 번역 또는 다른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번역되었다. 어떤 오류도 

변명하십시오. 

2020년 9월 10일 

친애하는 CPS 가족: 

아래 의 업데이트를 읽어보십시오.  

학교 급식 - "식사 잡고 

식사"우리의 식사 배달 과정은 이번 주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18세 학생들은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그렇게 할 수없는 학생들을위해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각 학생 식사에는 학생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CPS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이름, 부모/보호자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버스 

정류장은 음식 배달 시간과 위치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psk12.org/grabandgo 
 

그 정류장 외에도, 다음 네 개의 학교 건물은 가족이 음식을 데리러 건물에 들러 선호하는 경우 

매일 아침 9:30에서 11:00 사이의 영양 서비스 직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히크먼 고등학교 - 1104 노스 프로비던스 로드. 

랭 중학교 - 2201 스마일 레인 

스미스턴 중학교 - 3600 웨스트 월리 스트리트 

존 워너 중학교 - 5550 싱클레어 로드. 

가족이 한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버스 정류장이나 4개 학교 중 하나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 학교 건물에 연락하여 추가 지원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도울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기술 

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시간과 위치에서 지원을 계속 제공 할 것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 및 9월 11일 금요일  

o 모든 중학교의 정문  

o 오전 7:30 - 오후 4시  

 

학생 헬프 데스크 

우리는 학생들을위한 헬프 데스크 번호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3-214-3334. 

 

https://www.cpsk12.org/grabandgo
https://www.cpsk12.org/grabandgo


학생들은 이 링크를 사용하여 기술자와 온라인으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움말  

 

핫스팟을 위한 학생 채팅  

인터넷에 연결하는 핫스팟이 필요하고 무료 및 할인 된 점심 을받을 자격이있는 경우이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참고: 양식을 제출해도 핫스팟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핫스팟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영어 - 핫스팟 요청 양식  

아랍어 - 핫스팟 요청 양식  

스페인어 - 핫스팟 요청 양식  

스와힐리어 - 핫스팟 요청 양식  

 
 
 

무료 COVID-9 테스트 가 다가오고 

다음 주에는 무료 COVID-19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등록해야 합니다. 컬럼비아무료 COVID 

테스트  

 

독감 예방 주사가 오고 있습니다. 

CPS는 올해 학생들에게 무료 독감 예방 주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학교 간호사는 나중에 

이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을 것은 올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CPS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 할 수 있도록 독감 예방 주사비용을 지불한 컬럼비아 공립학교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일정 

학생의 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학생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컬럼비아 공립학교1818 W. 월리 스트리트 컬럼비아, MO 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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