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3 월 19 일 

PSD 가족용 목요일 업데이트 

 

PSD 가족께,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려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PSD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분들께 연락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는 월요일과 목요일에 교육구 

업데이트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PSD COVID-19 대응 웹 페이지(PSD COVID-19 

response web page)가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그 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Larimer 카운티 보건 환경국 웹사이트(Larimer County Department of 

Health and Environment website)에서도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업데이트 주제를 신속히 보시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지사가 4 월 17 일까지 공립 및 사립 학교 건물 폐쇄를 지시함 

• 교육감의 메시지 

• 음식 배포 서비스 

• 원격 학습 활동 

• 건물에 대한 접근권 

• 졸업식 

• 콜로라도 교육부가 2019-20 CMAS 평가를 취소함 

• CHSAA 가 봄 스포츠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연장하며, 기타 활동들을 취소함 

•BASE Camp 정보, PSD 가 방과 전 및 방과 후 케어(before- and after-school care)에 

대해 변경 중임 



•자주 묻는 질문 

 

콜로라도 주지사가 4 월 17 일까지 공립 및 사립 학교 휴교를 

지시함  

들으신 바와 같이, 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3 월 23 일부터 4 월 17 일까지 주 

전역의 공립 및 사립 학교에서 정상 대면 학습을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는 콜로라도 전역의 다른 학군들과 마찬가지로 PSD 에 적용됩니다. 

본 교육구는 원격 학습 활동, 음식 배포 서비스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현재로서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휴교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Larimer 카운티 보건 환경부와 주 및 국가 보건 당국은 손 씻기, 자가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about what each of us can do during this time)에 대해 보건 당국이 안내하는 

자세한 내용을 읽으십시오. 

 

교육감의 메시지 

PSD 가족께, 

이번 봄방학은 분명 정상적인 봄 방학이 아님을 여러분의 가족들은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가 보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체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직장인들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으며, 3 월 18 일 Jared Polis 주지사는 4 월 17 일까지 콜로라도 학교에 대해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가까운 이들 및 특히 

어르신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태를 함께 헤쳐나가면서, PSD 커뮤니티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례 없는 이 기간 동안 본 교육구 내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몇 주를 되돌아 보면, 우리가 가진 훌륭한 커뮤니티에 다시 한 번 놀라움을 

느낍니다. 모든 학생들이 휴교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주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간 중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놀랍도록 

친절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본 교육구의  IT 부서는 중고교생 모두가 교육구 랩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들여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미화원들은 학교를 대청소할 것이며, 다른 

주요 담당 직원들은 휴교 동안 건물과 장비를 잘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아동 영양 팀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교사들은 이러한 특수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수업 플랜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보호자는 학교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한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와 답변 드리지 못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느 커뮤니티보다도 잘 협력하여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본 

교육구 커뮤니티에는 현명하고 남을 배려하며 협동심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Sandra Smyser, Ph.D. 



Superintendent(교육감) 

 

음식 배포 서비스 

다음은 Poudre 학군 및 Larimer 카운티 푸드 뱅크의 음식 배포 서비스 활동에 대한 

중요한 업데이트입니다. 이 정보는 가족들과 공유되며 PSD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래의 통신문에 설명된 

대로, 교통편이 없는 몇몇 모빌 홈 커뮤니티에는 PSD 직원이 음식을 배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으시다면 Larimer 카운티 푸드 뱅크에 돈이나 시간 

기부(donating money or time to the Food Bank for Larimer County)를 고려하십시오. 

Larimer 카운티는 특히 전례 없는 이 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를 포함한 이 정보는 PSD 웹 사이트에도 게시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arimer 카운티 푸드 뱅크 (Food Bank for Larimer County) 서비스는 아이들이 

영양을 갖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Larimer 

카운티 내 학교들이 문을 닫는 동안 푸드 뱅크는 3 월 18 일 수요일에 시작된 3 개의 

식사 장소를 먼저 설립했으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식사 장소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 오전 11 시에서 11 시 30 분까지 Laurel Elementary School, 1000 E. Locust Court, 

Fort Collins, CO 80524 

• 오전 11 시 45 분부터 오후 12 시 15 분까지 Beattie Elementary School, 3000 

Meadowlark Ave., Fort Collins, CO 80526 



• 오후 12 시 30 분에서 오후 1 시까지 Bauder Elementary School, 2345 W. Prospect 

Road, Fort Collins, CO 80526 

추가 정보: https://foodbanklarimer.org/news/covid-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oudre 교육구 서비스 

PSD 는 3 월 23 일부터 4 월 17 일까지 평일에 픽업(grab-and-go) 방식으로 3 개 

학교에서 휴교 기간 동안 PSD 학생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합니다. 

PSD 스태프는 다음의 학교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부터 오후 1 시까지 

학생들에게 음식을 배포합니다. 

•Linton Elementary, 4100 Caribou Drive, Fort Collins, CO 80525 

•Poudre High School, 201 S. Impala Drive, Fort Collins, CO 80521 

•Eyestone Elementary School, 4000 Wilson Ave., Wellington, CO 80549 

매일 학생들 (0-18 세)은 봉지에 다음 날 아침 식사까지 들어있는 점심 봉지(sack 

lunch)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배포 지점으로 가는 안내판을 따라 운전하여 가야 합니다. 차량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학교까지 걸어가는 학생 및 가족을 위한 픽업 지점도 있습니다. 

 

메뉴 항목은 달라지며 PSD 식품 공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3 월 

23 일 메뉴는 PSD 아동 영양 “메뉴”(Child Nutrition “Menus”) 웹페이지에 3 월 20 일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PSD 는 또한 PSD 지구 구역 내에서 선별 모빌 홈 커뮤니티를 위해 식사를 배달하여 

교통 수단이 없는 학생들을 도울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고 : 아래 날짜들은 주지사의 휴교 관련 수요일 발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된 정보가 제공되면 PSD 의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Wellington Boys and Girls 클럽 

3 월 19 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들은 포장된 음식을 픽업하기 위하여 오후 

4-6 시부터 웰링턴 Boys and Girls 클럽 (8445 3rd St., Wellington, CO 80549)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매번 음식 두 끼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건물 남쪽의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배포됩니다. 클럽 건물에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됩니다.    

Wellington 푸드 뱅크 

이 어려운 시기 동안 가족들은 자신들이 구입할 수 있는 음식 이외에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음식 상자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상자를 받기 원하시면, 오후 4-6 

시부터Wellington Boys and Girls Club 에서 * 3 월 18 일과 19 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차를 세우고 상자를 요청하시면, 상자를 자동차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향후 배포에 

관한 정보는 Wellington Food Bank Facebook 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것입니다. 

 

원격 학습 활동 

현재 우리의 일상은 평소와 같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와 보호자가 원격 근무를 

하시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구 커뮤니티 내의 

일부 사람들은 실직을 했을 수도 있고, 매일 매일 하루를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PSD 는 원격 학습 기회를 통해 학생들의 일상이 조금이나마 정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  상황이 어려운 경우, 학생이나 가족이 완전히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일상”을 함께 익혀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 

이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학생들은 3 월 23 일부터 원격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월 23 일부터 27 일까지의 레슨내용은 평소 학교 수업 시와 같이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에, 수업과 활동은 학생들이 최근에 
배웠던 개념을 연습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의 



학습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적절한 경우 새로운 
개념이나 스킬을 다루기도 합니다. 

• 학교 스태프들은 봄 방학을 마치고 돌아와 월요일과 화요일에 원격 근무를 
시작하며, 이때 교장 및 교사들이 원격 학습 플랜 확정 후 이를 지도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3 월 30 일에서 4 월 17 일 사이의 원격 학습이 
어떤 방식일지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건물 이용 

모든 학교와 교육구 건물은 휴교 기간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물에 가능한 한 적은 인원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원 및 PSD 커뮤니티의 건강과 웰빙이 최우선 과제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여 안내드릴 것입니다. 각 건물마다 대청소 절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졸업식 

Jared Polis 주지사의 휴교 명령이 내려진 후, 고등학교 졸업식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가족들이 학생들의 삶에서 중요한 이 날에 대한 

정보를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유 할 

것입니다. 

 

CDE 는 Colorado Measures of Academic Success (CMAS) 시험을 

취소함 

3 월 17 일 콜로라도 교육부 발표에서 2019-2020 학년도 CMAS 시험이 취소되었음을 

공지했습니다. 이는 PSD 에도 적용됩니다. CDE 는 연관 링크로 게시된 공지문에서 

"일시 중지됨(paused)"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CMAS 가 취소되었음을 CDE 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공지문을 보시면 CDE 가 아직 PSAT 및 SAT 테스트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공지 사항은 여기에서 



읽으십시오. 

 

CHSAA 는 봄 스포츠 모라토리엄(유예)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기타 

활동을 취소함 

콜로라도 고등학교 액티비티 협회(Colorado High School Activities Association)는 4 월 18 

일까지 봄 스포츠 모라토리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실습, 대회 및 회의가 

포함됩니다. 모든 2020 년 봄 CHSAA 음악 행사는 취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HSSA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BASE Camp 업데이트 

Poudre 교육구는 PSD 가족께 제공되는 방과 전 및 방과 후 케어 서비스를 변경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외부 공급 업체가 참여하도록 요청하는 경쟁적 입찰 요청(Request for 

Proposal, 또는 RFP)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PSD 는 재정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조달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업계를 살펴 교육구가 최고의 질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RFP 프로세스에 대한 PSD 의 설명은 여기 PSD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PSD 는 또한 BASE Camp측이 3 월 17 일에 "BASE Camp 프로그램이 Poudre 

교육구에서 즉시 영구 종료된다"고 발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BASE Camp측의 

전체 발표 내용은 이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BASE Camp 의 서비스 종료 결정은 PSD 가 내린 것이 아니며 저희도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2020 PSD 와 BASE Camp 간의 계약에 따라 BASE Camp 는 2020 년 

5 월 28 일까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ASE Camp측의 결정으로 인해 



PSD 스태프들은 함께 모여 향후 단계를 평가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응답할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들용 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 

본 교육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매일 접수되는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확인 후 추가해야 할 질문/답변이 보이면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를 공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