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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명하십시오. 
 
6-22-20 
 
친애하는 CPS 가족: 
 
이달 초, 컬럼비아 공립학교는 가을에 우리의 반환을위한 직접 또는 온라인 교육의 선택을 

가족에게 제공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육구는 옵션과 계획 문서 및 자주 묻는 질문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모두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이제 www.cpsk12.org/fall2020 웹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가족은 등록 설문지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학생 

일정을 개발하고 인력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6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web.cpsk12.org/survey/login.php 
 
보호자 ID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ID와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 ID를 잊어 버렸습니다 : 
https://web.cpsk12.org/cpsonline/familyupdate/familyupdate.php#! 
내 암호를 잊어 버렸습니다 : 
https://launchpad.classlink.com/resetpassword?scode=CPSFamilies 
 
추가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생의 정보를 보기 위해 로그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573-214-3333으로 헬프 데스크에 문의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가족에게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가족이 온라인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정보 줌 웨비나(Zoom webinars)를 

개최합니다.  라이브 세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라이브 세션이 진행된 후 웹 사이트에서 

웨비나도 녹화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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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K-5) 줌 웨비나 

6월 23일 - 초등부모 

오후 6시 30분 중앙 시간 

주제: 6월 23일 초등학교 학부모 세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웨비나에 

가입하십시오:  
 https://cpsk12.zoom.us/j/93770845531 

6월 25일 - 초등학부모  

 6:30 중앙시간 

주제: 6월 25일 초등학교 학부모 세션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웨비나에 

가입하십시오:  
 https://cpsk12.zoom.us/j/94703538741 

6월 24일 - 아랍어 스피커 

5:00 p.m. 센트럴 타임 

주제: 컬럼비아 공립학교 EL 학과 - 아랍어 

스피커 - CPS 계획 2020-21 

은 웹비나에 가입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cpsk12.zoom.us/j/92913753199 

6월 24일 - 스페인어 스피커 

7:00 p.m. 센트럴 타임 

주제: 컬럼비아 공립학교 EL 학과 - 

스페인어 스피커 - CPS 계획 2020-21 

은 웹비나에 가입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cpsk12.zoom.us/j/95757162978 

 
중등학교(중학교 6-12) 줌 웨비나 

6월 23일 - 중등 부모 

5:00 p.m. 센트럴 타임 

주제: 보조 6월 23일 Webinar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웨비나에 

가입하십시오  
 https://cpsk12.zoom.us/j/91983489279. 

6월 25일 - 중등 부모 

5:00 p.m. 중앙 시간 

주제: 보조 6 월 25 세션 

웹비나 에 가입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십시오:  
 https://cpsk12.zoom.us/j/97611206029 

6월 24일 - 아랍어 스피커 

5:00 p.m. 센트럴 타임 

주제: 컬럼비아 공립학교 EL 학과 - 아랍어 

스피커 - CPS 계획 
 2020-21 
은 웹비나에 가입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cpsk12.zoom.us/j/92913753199 

6월 24일 - 스페인어 스피커 

7:00 p.m. 센트럴 타임 

주제: 컬럼비아 공립학교 EL 학과 - 스페인어 

스피커 - CPS 계획 
 2020-21 
웹비나 에 가입하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cpsk12.zoom.us/j/9575716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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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현재, 이것은 우리의 계획입니다. 여름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컬럼비아 / 분 

카운티 보건부와 계속 긴밀한 연락을 유지할 것입니다. 2020-21학년도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바뀌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인내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컬럼비아 공립학교 

1818 W. 월리 스트리트 

컬럼비아, MO 65203  
 www.cpsk12.org  | www.cpsk12.org/fal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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