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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가족 여러분께, 

 

 저희는 최근 허리케인 마리아와 어마로 인하여 푸에르토리코, U.S. 버진 아일랜드 및 기타 카리브해 섬들에 닥친 

재난에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재난으로 많은 것을 잃은 이들을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뉴욕 

시민들이 갈 곳 없는 가족과 친지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이재민 자녀들을 우리 뉴욕시 학교에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본 지면을 빌어 뉴욕시 공립 학교들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예, 출생증명서) 유무에 관계없이,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학교 공동체로서 재난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 불안한 시기에 학교에 다님으로써 보호받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공동체 안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DOE)은 유아원(pre-k)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자녀들의 뉴욕시 공립학교 등록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전화 311로 문의, 또는 웹사이트 schools.nyc.gov/NewStudents를 참고하시거나, 

패밀리 웰컴 센터(Family Welcome Center)를 방문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패밀리 웰컴 센터는 5개 보로 전역에서 월-

목요일은 8 a.m.에서 5 p.m., 금요일은 8 a.m.에서 3 p.m. 사이에 운영됩니다. 패밀리 웰컴 센터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chools.nyc.gov/ChoicesEnrollment/NewStudents/WelcomeCenters. 한편 유아원(pre-k)이나 기타 

조기 아동교육 옵션이 필요하신 가정들은 조기교육 아웃리치팀(Early Childhood Outreach team)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212) 637-8000 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이번 재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정은 아니나, 도움을 주고 싶은 가정에서는 뉴욕시 전역의 18군데 소방서 및 

EMS에서 매일 7 a.m.- 9 p.m. 사이에 물품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필요한 물품 내역이나 도네이션 장소는 

다음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on.nyc.gov/PuertoRicoRelief. 그 밖에도 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로 피해를 입은 

텍사스, 플로리다 및 푸에르토리코를 후원하실 분은 저희 뉴욕시 교육청(DOE)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도네이션을 하실 

분은 뉴욕시 시장 발전기금(Mayor’s Fund to Advance New York City), 웹사이트 

www1.nyc.gov/site/fund/donate/donate.page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차후 몇 달간, 카리브해 지역의 많은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뉴욕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DOE와 뉴욕시 전체는 저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재민 가정과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Bill de Blasio      Carmen Fariña 

Mayor       Schools Chancel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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