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PSD의 모니터링에 관한 통신 

 

PSD 가족님께, 

 

본 교육구는 이번 주에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COVID-19 

의 국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조언하는 성명을 발표 한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콜로라도에서는 COVID-19의 확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관행과 공식 건강권장사항을 바탕으로, PSD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건강, 시설, 안전/보안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구청 

직원들과 협력하여 수행됩니다. 또한 PSD 내에 긴급 상황 발생시 활성화될 안정적인 

위기관리 계획 및 팀이 있습니다. PSD는 교육구 내 학교 및 시설 내에서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비롯하여 기타 영역을 소독하는 기존 관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병할 시, 교육구는 격리, 폐쇄 또는 기타 필요한 건강조치에 대한 보건국의 

지시를 따를 것입니다.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PSD 폐쇄 

절차에 대한 정보는 이 PSD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정보는 Larimer County Health Department의 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arimer.org/health/communicable-disease/coronavirus에서 볼 수 있습니다. 

Larimer County Health Department에 따르면, 현재 Larimer County와 

콜로라도주 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위험성은 낮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 

•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받은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한 경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https://www.psdschools.org/schools/safety-and-emergencies/inclement-weather-procedures
http://www.larimer.org/health/communicable-disease/coronavirus


매년 이 시기에는 일반 감기나 독감 등을 포함한 많은 호흡기 질환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및/또는 

호흡곤란이 포함됩니다. 증상은 보통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일에서 14일 

이내에 나타납니다. 

부모 및 보호자들은 독감 시즌에 하는 것과 동일한 주요 관행(본인과 자녀 

모두)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다 

•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가린다 

• 자주 접촉하는 표면 및 물체 청소 

• 몸이 아픈 경우 본인/자녀들이 집에 있도록 합니다. 자녀가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 학교에 알리고 가능한 경우 증상을 공유하십시오. 자녀가 

인플루엔자 진단 양성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도 공유하십시오. 

교육구는 이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 주 및 국가 보건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정보가 있다면 추가적인 통신을 제공 할 것입니다. 

COVID-19에 대한 최신 정보는 질병 통제센터 웹사이트 

(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를 방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Poudre School District   

http://www.cdc.gov/coronavirus/2019-ncov/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