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021 등하교 정책 

 

다시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교 일과는 8:30 am 에서 2:00 pm 까지입니다.  

등교 

학생들은 일과 시작 전 건물에 들어와 반 친구들과 모여 있어야 합니다. 시작 시간 이후 건물에 

도착하는 학생은 지각으로 기록됩니다. 모든 지각 학생들은 반드시 지각 패스(late pass)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성실하게 시간에 맞춰 매일 등교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 급식용 

도시락(Breakfast on the Go)은 8:30 am 부터 무료로 제공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에 따라 저희는 학생들이 8:20am 에서 8:30am 사이 등교하기를 바랍니다. 학교 문이 

개방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6 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에 오는 

가족은 매일 입장 전에 체온을 측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매일 학교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무작위로 체온 측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하교 

하교 시 모든 학생은 지정된 문으로 반 친구들과 함께 하교합니다. 자녀를 제시간에 픽업하는 것은 

학부모님의 책임입니다. 교직원이 하교 후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정시 픽업이 어려우신 분은 

유료 방과 후 프로그램인 Ultimate Enrichment 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718-681-1187 로 

문의하십시오.  

 

학년 별 하교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저희는 하교 시간 때 학생 픽업을 위해 건물에 

어른들이 모여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악천후를 고려하고,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Pre-K 클래스 PreK -109 1 번 출구(42nd Ave 근처) 1:45 

유치원 
클래스 K-104 & K-

110 
1 번 출구(42nd Ave 근처) 1:50 

1 학년 
클래스 1-101 2 번출구(41st Dr 근처) 

1:50 
클래스 1-103 1 번 출구(42nd Ave 근처) 

2 학년 
클래스 2-201 & 2-

202 
2 번출구(41st Dr 근처) 1:50 

3 학년 
클래스 3-205 & 3-

206 
1 번 출구(42nd Ave 근처) 1:55 

4 학년 
클래스 4-209 & 4-

210 
1 번 출구(42nd Ave 근처) 1:55 

5 학년 
클래스 5-207 & 5-

208 
6 번 출구(42nd Ave 근처 먼 출입구) 2:00 



  
PreK-3 학년: 매일 정시에 모든 학생은 학부모/보호자 또는 블루 카드에 지정된 성인에게 직접 

인계됩니다. 자녀를 픽업하는 모든 성인이 하교 시간을 알고 매일 정시에 데리러 오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책임입니다.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인 형제자매는 반드시 픽업을 위해 PS 94 에 정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3 & 4 학년: 3 학년 및 4 학년 학생은 서면 학부모 허가가 있는 경우 혼자 집에 도보로 하교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설문을 작성하여 하교 시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학 첫 날 전에 

보내주십시오. 서면 허가가 없는 3 학년 및 4 학년 학생은 집에 혼자 갈 수 없으며 반드시 하교할 때 

데리러 오셔야 합니다. 

5 학년: 모든 학생은 도보로 하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픽업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은 반드시 

정시에 하교 출구로 오십시오. 5 학년은 다시 빌딩 내로 데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 버스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버스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마다 교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방과 후 버스에 타지 않겠다고 

"선생님에게 말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서면 통보(note)가 없다면 자녀는 버스에 태워질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교실에서 노란색 버스로 인솔될 것입니다. 정시에 버스 정류장에서 자녀를 

데려가십시오.  

운전: 학교에 도착해 주차 후 하교 지점까지 걸어올 충분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십시오. 이중 

주차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자녀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에게도 위험합니다. 학교 

건물 앞쪽에는 주차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학교 버스 주차구역으로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버스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비워 두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도보로 등하교 하시기 바랍니다. 걸어오면 

파킹을 찾다가 늦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급식 프로그램: 

아침: 아침 급식을 모든 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침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차가운 음식이 제공될 것입니다. 

점심:  점심 급식을 모든 학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또한 반드시 학교급식 

자격 양식을 www.myschoolapps.com/Application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 

신청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학교 보안 

모든 학부모/보호자 및 방문자는 반드시 보안 데스크에서 "방명록(Sign-in Book)"에 서명해야 

합니다. 모든 방문객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건물에 들어 오셔야 합니다.  학교 보안 담당자는 모든 방문객을 메인 사무실로 안내할 

것입니다. 메인 사무실에 체크인하지 않고 직접 교실로 갈 수 없습니다.  

휴교 

학교 휴교일은 가정으로 보내드리는 월 캘린더, 학교 웹사이트 캘린더 및 교육청 웹사이트 학년도 

캘린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정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뉴욕시에서 공립학교를 닫는 

일은 드물지만 악천후 시 지역 뉴스를 듣거나 "Notify NYC"에서 이메일 또는 전화 안내를 

신청하십시오.  

방과 후 프로그램:  

Ultimate Enrichment – 정보를 원하시면 프로그램으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전화: 718-684-1187    팩스: 347-584-1074 

웹사이트: www.uecamp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