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3 월 13 일 

Subject: PSD 가족 대상 휴교 업데이트   

PSD 가족께,  
 

이 통지는 PSD 의 3 월 13 일 최초 휴교 발표 후속 내용입니다. 

시작에 앞서, 일상이 평소와 같지 않다는 점을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와 학습활동은 우리 

모두에게 이전과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휴교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급변하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동안 양해 

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본 교육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로서 알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시할 것은, 3 월 16 일부터 20 일까지는 학생들에게 정기 봄 방학입니다. 3 월 23-27 일은 

원격 학습 활동의 시작일입니다. 원격 레슨은 학교에 계속 다닐 경우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새로운 학습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레슨 및 활동은 학생들이 최근에 배웠던 개념을 

연습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학생은 학습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경우 새로운 개념이나 스킬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학교나 교사의 플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학교 및 교사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은 3 월 23 일 월요일부터 원격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o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책, 인쇄물 및 / 또는 테크놀로지 기기를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o 모든 중고등 학생은 PSD 기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 자료에 액세스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할 것입니다. 

o 인터넷 액세스 옵션으로는 3 월 16 일부터 서비스 지역의 저소득층 가족에게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 한 Comcast 가 포함됩니다. 가입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www.internetessentials.com/을 방문하십시오. 더 많은 리소스가 있을 경우, 

저희는 그 자료들을 PSD COVID-19 response web page 에 링크되도록 할 것입니다.  



• BASE Camp 는 3 월 16-27 일 기간 동안 취소됩니다. BASE Camp 는 또한 가족들과 직접 

연락하여 업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 학생들은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집으로 가져 가야 합니다. 물건을 남겨둔 학생들은 그것을 

가져가려 학교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 휴교 동안 Larimer 카운티 푸드 뱅크(Food Bank)는 PSD 와 파트너십을 맺고 다음 세 곳에서 

가족들에게 음식을 배포합니다: 5706 Wright Drive, Loveland; 1301 Blue Spruce Drive, Fort 

Collins; 그리고 2600 N. Lincoln Ave., Loveland. 

o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푸드 뱅크에 연락하여 자원 봉사 시간이나 돈을 기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 https://foodbanklarimer.org/ 

• PSD 의 건물과 시설들은 3 월 16 일에서 27 일 기간 사이에 렌트할 수 없습니다. 

• 모든 PSD 건물 (학교, 사무실 등)은 휴교 중에 소독됩니다. 

• 휴교 중에 버스가 소독됩니다. 

• 본 교육구는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보호자가 대화를 가이드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입니다: the Child Mind 

Institute’s “Talking to Kids about Coronavirus”, 및  “Guide to Help Families Cope with 
Coronavirus.” 

•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은 Safe2Tell 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및 보고 : 
https://safe2tell.org/ 

 

현 상황은 전례 없는 것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커뮤니티 내에서 단합하고 서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강 및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Sandra Smyser, Ph.D. 

교육감(Superinten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