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10일 
 
PSD 가족께, 
 
Poudre School District 는 지역 및 주 공중보건 기관들과 협력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COVID-19의 세계적인 발생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PSD는 본 교육구 내의 학생들과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OVID-

19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저는 4월 한 달동안 학생 및 교직원들이 교육구와 

학교 주최로 타주에 가는 모든 출장 및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현재 4 월 말까지 

예정된 출장 및 여행은 21 건입니다 ). 여기에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국내외 출장 및 여행이 모두 

포함됩니다. 
 
저는 교직원들과 공중보건 관계자들과 함께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 상황을 재평가한 후, 

5월달의 출장 및 여행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이 상황에 대해 답답하고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더 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한 후에, 본 결정을 

내렸습니다. 
 
콜로라도 전역의 교육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규모 단체와 기업들도 비슷한 여행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구에서는 현재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들로의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본 교육구는 좀 더 전반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그 이유는 현 상황이 

유동적이고 또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주들에 대한 리스트에도 자주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PSD 의 COVID-19 발생 대응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PSD 웹 페이지 www.psdschools.org/COVID-19-Coronavirus-Response 를 

방문하십시오.   

질병통제 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COVID-19의 지역사회 확산을 

겪고있는 국외 여러 목적지에 대해 현재 몇 가지 여행 경보를 발동하였습니다. 국제여행 

권고정보 CDC website for all global travel advisories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봄 방학(Spring break): PSD는 봄 방학동안 여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PSD는 학생 및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디로 여행하는 지에 대해 통제할 수 없습니다. PSD는 COVID-19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증상을 가진 학생이나 교직원들을 테스트하거나 격리 할 수 없습니다. 공중 

보건기관들만이 그러한 권한을 갖습니다. 본 교육구는 또한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여 다른 

국가들이나 주에서 시행하는 여행 제한을 통제 할 수 없습니다. PSD는 학부모와 보호자들께 

학생(여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을 면밀히 관찰하고,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andra Smyser, Ph.D.  

교육감(Superintend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