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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출간: 

2020 년 3 월 20 일 

 

바우저 시장은 공중 보건 비상 시일 동안 특별구 

운영 상태를 수정하고 집단 운집을 금지합니다 
   

  

(워싱턴 DC) – 오늘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특별구 공립학교에서 실행되는 원격 학습과 

DC 정부의 운영을 포함한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의 운영 상태를 4 월 27 일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C 정부는 기관별 재택 근무 일정에 따라 운영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필수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중요한 시스템 및 서비스를 계속 운영 할 것입니다. 일부 

기관은 완벽히 원격으로 운영이 되는 반면, 다른 서비스는 공공 건물에서 수정된 

운영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시장은 대량 집회 금지를 공중 보건 비상 시일인 2020 년 4 월 25 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아래는 학교 및 공원에 대한 최신 정보 입니다. 

  

DC 공립 학교 (DCPS) 

 

DCPS 시설은 폐쇄되며 원격 교육은 4 월 24 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현 시점에서, 

수업은 4 월 27 일 월요일에 재개 될 예정입니다. 특별구의 차터 스쿨을 운영자들은 

DCPS 의 운영 상태를 따라야 합니다. 

  

원격 교육 

원격 교육이 시일이 연장됨에 따라, 학교는 ELA 및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원격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을 계속 시행 할 것입니다. 특별구 정부는 학교와 

협력하여 온라인 교육의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발전 시킬 것이며 온라인 학습의 

수요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할 것 입니다. 

 

  

평가 

학교 폐쇄일이 연장됨으로 인해 OSSE 는 연방의 모든 학생 성공법 (ESSA) 의 필수 

조건인 평가의 1 년 면제를 추구 할 계획이며, PARCC (Partnership for Assess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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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ess for College and Careers)와 DC 사이언스(DC Science)를 포함한 주 전체의 

학생을 위한 종합적 평가를 취소 할 것입니다. 

 

식사 장소 

4 월 1 일부터, 특별구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10 개의 DCPS 건물 식사 장소를 추가하여 

총 식사 장소를 특별구 전체의 29 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장소들은 점심과 상하지 

않는 음식들로 구성된 아침 식사를 18 세 미만 모든 시민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 시 – 오후 2 시까지 제공합니다. 

  

식사 장소의 전체 목록은 coronavirus.dc.gov/mealsite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식사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Ward 1) 

• Marie Reed Elementary School - 2201 18th Street, NW 

  

2 구 (Ward 2) 

• School Without Walls at Francis Stevens - 2425 N Street, NW 

• Strong John Thomson Elementary School - 1200 L Street, NW 

  

3 구 (Ward 3) 

• Woodrow Wilson High School - 3950 Chesapeake Street, NW 

  

4 구 (Ward 4) 

• Truesdell Education Campus - 800 Ingraham Street, NW 

  

5 구 (Ward 5) 

• Langdon Elementary School - 1900 Evarts Street, NE 

  

6 구 (Ward 6) 

• Miner Elementary School - 601 15th Street, NE 

  

7 구 (Ward 7) 

• Ron Brown High School - 4800 Meade Street, NE 

  

8 구 (Ward 8) 

• Hendley Elementary School - 425 Chesapeake Street, SE 

• Simon Elementary School - 401 Mississippi Avenue, SE 

  

DC 공원 및 레크레이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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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원 및 운동장을 포함한 모든 DC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부서 (DPR) 시설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COVID-19 에 대한 특별구의 대응에 관한 추가 자료와 정보는 coronavirus.dc.gov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