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3 월 23 일
PSD 가족용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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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일과 목요일 마다 교육구 업데이트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만일 3 월 19 일 가족용 업데이트를
보시지 못한 분은 여기 PSD 웹 사이트에서 읽으십시오.
PSD COVID-19 응답 웹 페이지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므로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한
Larimer 카운티 보건 환경부의 웹 사이트에서도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업데이트 주제를 신속히 보시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함
• PSD 의 커뮤니티 뉴스 레터 GHH(community newsletter GHH)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 바람
• 원격 학습 활동
o 가족 테크놀로지 지원
• CollegeBoard 가 봄 AP 테스트에 대해 업데이트함
• 음식 배포
• 졸업식
• 자주 묻는 질문

보건 당국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손 씻기의 지속적인 실행
Larimer 카운티 보건 환경부와 주 및 국가 보건 당국은 손 씻기, 자가 격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제공된 자세한 내용을 읽으십시오.

PSD 커뮤니티 뉴스 레터 GHH 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 바람
이메일로 Great Happens Here 뉴스레터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수신을 취소했는데 다시 재수신을
받으시려면 info@psdschools.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수신 거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받은
편지함에 수신되지 않는 경우, 이메일에서 "정크(junk)"또는 스팸(spam)을 확인한 후 본인의 안전한
목록(safe list)으로 옮기십시오. PSD 의 3 월 19 일 가족용 업데이트는 GHH 뉴스레터 형태로
작성되었습니다.

원격 학습 활동
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할 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함께
익혀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 대해 이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

3 월 23-27 일은 교사 및 직원들과 학생들이 원격 학습, 테크놀로지 점검 및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도기의 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o 레슨내용은 평소 학교 수업처럼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수업과 활동은 학생들이 최근에 배웠던 개념을 연습하고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며, 적절한
경우 새로운 개념이나 스킬을 다루기도 합니다.

•

교사가 연락하여 학생 및 가족 각 구성원이 잘 지내고 있는지, 학생이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이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할
것이므로, 이를 예상하고 계십시오.

•

PSD 는 교육구 내 학생들 및 보호자들과 최상의 연결성(connection)을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사와 직원들이 화상 회의, 화상 채팅, 전화 통화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connect)을 할 것이므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

교사와 직원들이 봄 방학을 마친 후 월요일과 화요일에 집에서 원격 근무 시작 및 적응을
해나가는 동안, 해당 학교장은 다음 단계인 3 월 30 일부터 4 월 17 일까지의 원격 학습에 대한
계획을 마무리하고 이에 대해 통보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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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학생의 테크놀로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PSD 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PSD 테크놀로지 담당팀은 원격 학습 기간 동안 학생, 가족, 교사 및 직원들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교사와 교직원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 팁을 이미 제공받았습니다.
교사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질문이 있는 경우, 그리고 교육구에서 지급한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covidtechhelp@psdschools.org 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현재
PSD 테크놀로지 담당팀은 많은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PSD 학생 원격 학습 웹 페이지(PSD Remote Learning for Students web page)에서
추가적인 테크놀로지 지원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CollegeBoard 가 봄 AP 테스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발표함
3 월 20 일, CollegeBoard 는 올 봄 AP (Advanced Placement)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CollegeBoard 의 전체 발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 기존의 대면 시험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45 분 동안 주관식(free
response) 시험을 치릅니다.
• 학생들 중 일부는 배운 내용을 잊기 전에 시험을 빠른 시일 안에 치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연습
시간을 더 가지고 싶어 할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 AP 과목에 대해 CollegeBoard 는 두 개의 시험
날짜를 정할 것입니다.
• CollegeBoard 에 따르면, 전체 시험 일정, 각 AP 시험에 포함될 특정 주관식 질문 유형 및 추가 테스트
세부 정보는 4 월 3 일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짧은 학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의 AP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에서 학습했었던 3 월 초까지의 주제와 스킬만이
시험에 포함합니다.
• 대학들은 이 솔루션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며, AP 학생들이 올해 이수한 학점들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대학들은 특정 그룹의 학생들이 비상 사태를 겪었을 때 대학
학점을 위한 단축 AP 시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 학생들은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 폰 중 자신이 액세스 할 수 있는 어느 것이든 이용하여 이 단축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쓴 내용을 사진 찍는 것도 옵션입니다.

•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기기를 사용하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교육구는 현재 어떤 학생들이 모바일 기기 또는 인터넷 면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음식 배포
PSD 학교들이 문을 닫는 동안, 아이들이 영양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 배포, 식사 장소 및 운영 시간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찾으십시오.
저희에게 연락하여 자원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통신문에 설명된 대로 교통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일부 모빌 홈 커뮤니티에는 PSD 직원들이 음식을 배달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으시면 Larimer 카운티 푸드 뱅크에 돈이나 시간을 기부하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Larimer 카운티는 항상, 그리고 특히 전례없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커뮤니티 내의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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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정보를 받으면 이를 공유할 것입니다.

가족들용 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
본 교육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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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