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3 월 26 일 

PSD 가족용 목요일 업데이트 

 

PSD 가족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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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PSD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이 

계속 연락을 받고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매 월요일과 목요일에 교육구 

업데이트를 발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 23 일자의 가족용 업데이트를 못 

셨다면, 이 게시물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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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주 및 카운티는 자택 대피령(stay-at-home)을 시행합니다. 다만 중요한 서비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 원격 학습: #PSDProud 모먼트 

• 학생의 테크놀로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PSD가 도울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무료 디지털 도서관, 인터넷 액세스 

• 보건 당국: 신체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 가족들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 밖에서 놀 수 있으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 PSD는 봄 시즌 운동 선수들에게 교육구 운동 참가비(district athletic participation 

fees)를 환불함   

• 신규: 가족 및 커뮤니티는 PSD의 음식 배포 활동을 돕기 위해 기부할 수 있음  



• PSD 커뮤니티 뉴스 레터 GHH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 

 

주 및 카운티는 자택 대피령(stay-at-home order)을 시행합니다. 

다만 중요한 서비스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가 4 월 11 일까지 주 내에 자택 

대피령(stay-at-home order)을 내렸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요일에 Larimer카운티 

보건환경부(LCDHE)도 이와 비슷한 명령을 3 월 26 일 오후 5시부터 4 월 17 일까지 

유효하도록 내렸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목적은 사람들 간에 물리적 거리를 두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고 막는 것입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외출 자체가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본인의 인지 여부에 상관없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Larimer 카운티 자택 대피령에 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명령이 시행되는 

동안 계속해도 되는 일의 목록을 보시려면 LCDHE’s website를 방문하십시오. 교육은 

필수 서비스로 간주되므로, 이 명령 시행 중 PSD 학습활동이나 음식 배포 활동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원격 학습 활동 

PSD는 새로운 현실에서 맞이한 첫 주 동안, 원격 교육과 학습의 엄청난 좋은 예를 

보았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각 팀들은 수업을 위해 협동하고 분담하는 창의적인 새 

방법들을 찾고, 교사는 비디오로 이야기를 읽어주고, 학생들은 비디오 체육 수업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학교의 소셜 플랫폼에 게시된 몇몇 

대표적인 것입니다. 교실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계속해서 이 새로운 모델을 더 좋게 

발전시키고 창조할 것입니다. #PSDProu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교사들은 연락을 취하여 학생과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이나 학생이 질문이나 염려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설문을 받았고, 가족들은 필요한 지원 자료들을 
제공받았습니다. 가족들의 필요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본 교육구는 계속 일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 가정에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경우, 많은 브로드밴드, 위성 및 모바일 
서비스들이 COVID-19 발병에 대응하여 무료 또는 저비용 연결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PSD의 COVID-19 대응 인터넷 액세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PSD는 교육구의 학생 및 성인 여러분들과 우수한 연결성(connection)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 및 교직원은 학생들과 연결할 수 
있는 툴 사용에 대한 트레이닝을 다양한 방식, 즉 원격회의, 화상채팅,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 각 학교의 교장이 다음 단계인 3월 30일에서 4월 17일까지의 원격 학습 계획을 
확정하고 전달할 것이므로, 인내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 새로운 학습 환경이 어떠한 것일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새로운 일상"을 배워나가는 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심을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PSD가 도울 수 

있습니다 

PSD 테크놀로지 담당 직원들은 원격 학습 기간 동안 학생, 가족, 교사 및 직원들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직원들은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해결 팁을 이미 제공 받았습니다. 현재 

학부모와 가족들을 위한 문제해결 팁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곧 게시될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재부팅(restart)하지 않고 있는데, 재부팅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 기기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스텝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오른쪽 하단 코너에 있는 

Ctrl Alt Delete 및 Power 아이콘을 누른 후 Restart(다시 시작)를 선택하여, 교육구에서 

지급한 컴퓨터를 재부팅하도록 하십시오.  

교사와 문제해결을 시도한 후에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학군에서 지급한 랩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covidtechhelp@psdschools.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현재 PSD 테크놀로지 담당 직원이 많은 질문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은 PSD Remote Learning for Students 웹 

페이지에서 추가 테크놀로지 지원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구 지급 랩탑 사용에 대한 테크놀로지 지원을 받는 방법을 포함하여 PSD의 

원격 학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mote Learning for Students를 참조하십시오. 

무료 인터넷, 저렴한 인터넷, 흥미로운 디지털 도서관 액세스 등의 

가족용 자료들을 확인하십시오 

인터넷 | 여러 브로드밴드, 위성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COVID-19 발생에 

대응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커넥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오퍼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 

아래에 나열된 오퍼들을 참조하십시오. 
 
TDS – TDS는 인터넷 연결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고객 밴드위스(bandwidth)를 그 

수요에 맞추었으며, COVID-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중단 없이 계속 

인터넷을 공급하면서 60 일 동안 연체료를 면제해 줍니다.  또한, 이 업체의 웹 

사이트에는 "현재 TDS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면서 재택 근무나 재택 학습을 위해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 60 일 동안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Comcast- Comcast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Xfinity WiFi network을 무료로 오픈하였고, 

무료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두달간 무료 인터넷 사용 제공, 그리고 스피드를 25/3 

Mbps로 늘렸습니다.  



PSD COVID-19 Internet Access 웹 페이지에서 추가 인터넷 업체들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책을 좋아하십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소가 문을 닫았지만 Poudre 

River Library District를 통해 800,000 개가 넘는 광범위한 디지털 컬렉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무료로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방문하고(tour the Smithsonian) 전세계 기타 박물관들을 둘러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는 휴교 기간 동안 PSD COVID-19 Family Resources during School Closures 

웹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들은 정보를 알리기 위함이며 Poudre 교육구가 내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님을 

주지하십시오.  
 

보건 당국: 신체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3 월 25 일 Larimer 카운티 보건 환경부는 Larimer 카운티 주민들을 위한 자택 대피 

명령(stay-at-home order)을 내렸습니다. 

주 및 국가 보건 당국처럼 카운티 보건 환경부도 손 씻기, 자가 격리 및 신체적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about what each of us can do during this time) 보건 당국이 발표한 내용을 추가로 

읽고, 신뢰성 있는 최신 건강 정보를 읽으십시오.  

신규 : Larimer 카운티 보건 환경부는 안전 커뮤니티 COVID-19 모니터링 시스템을 

런칭함 

Larimer County에서는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테스트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COVID-19 

양성 결과는 보건부에 보고되지만, 사람들이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보건 공무원들은 Larimer 카운티 내 피해 지역을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걸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미한 증상을 경험하고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상에 대한 보고되는 정보는 공중 보건 대응팀이 Larimer 

카운티의 COVID-19의 확산을 이해하고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VID-19 증상을 경험한 것에 대해 보고하려면, LCDHE’s COVID-19 Monitoring 

dashboard사이트에서 서식을 작성하며, 이 사이트에서는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여러분과 아동들을 위한 정신 건강 지원 자료  
학생과 가족들을 지원하는 PSD 정신 건강 팀 

PSD의 정신 건강 팀은 각 해당 학교 카운슬러 및 기타 직원들과 협력하여 학생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정신 건강 전문가들은 자녀의 학교 카운슬러 또는 

행정팀을 통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과 다른 낯선 세계 속에 있으며, 자신과 가족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AS (직원 지원 서비스, Employee Assistance 

Services)와 PSD 정신 건강 팀은 서로 협력하여 이 신체적("사회적") 거리 두기 및 자택 

대피 기간 동안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체 건강에 대한 

일상적이며 의학적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및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말하는 몇몇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루를 계획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일정을 만드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에 익숙하며, 일정은 우리를 편안하고 정상적이며 

친숙한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일정에는 일(어린이를 위한 학업 포함), 운동, 

가족과의 시간, 혼자의 시간, 조용한 시간, 식사 및 집안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는 실제적으로 “신체적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전화, 문자, 

이메일 또는 비디오 채팅(예 : FaceTime 등)을 통해 가족, 친구 및 동료와 연결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연결 활동은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셜 미디어와 뉴스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십시오. 스크린을 보는 대신, 취미, 예술, 

음악, 보드 게임 및 카드 게임, 즐거움을 위한 독서, 새 레시피로 요리하기 등과 

같은 다른 활동을 하십시오. 

•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매일 운동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으면 몸을 

움직임으로써 신체 시스템이 다시 조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봄과 함께 오는 

자연의 변화를 즐기십시오. 이러한 외출 중에는 신체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 매일 자기 관리를 실천하십시오. 각자에게 다를 수 있지만 스트레칭, 복식 호흡, 

마음 챙김, 긍정적인 셀프 대화, 기쁨을 가져다 주는 무언가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감사에 중점을 두면 인간 관계, 정신 건강, 수면 및 신체 건강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감사해야 할 일 및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만듭니다. 

• 매일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스트레스 쌓이는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으며 말로 하지 않았던 잠재된 경험에 “목소리를 부여”합니다. 글을 통해 해소를 

하고, “자신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차분함과 또렷한 상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친절함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의 친절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이해심을 가지십시오. 이 특수한 상황에서 전문가는 따로 

없습니다. 공감과 이해심을 발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원을 요청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단체에서, 도움되는 기사 그리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비디오들을 

마련했습니다.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학교 심리학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ists) – 

아동에게 COVID-19에 대해 얘기하기(Talking to Children About COVID-19) 

• 아동 마인드 연구소(Child Mind Institute) – Coronavirus에 대해 어린이와 

얘기하기(Talking to Kids about Coronavirus) 

o Español(스페인어): Cómo hablar con los niños sobre el coronavirus  

• 전국 어린이 외상성 스트레스 네트워크(National Child Traumatic Stress Network) 

– 부모/보호자 가이드(Parent/Caregiver Guide)  

• 글로벌 위기 동안 아이들이 침착할 수 있도록 돕기(How to Help Children Feel 

Calm During a Global Crisis) – COVID-19 및 기타 글로벌 트라우마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얘기하기(Talking to Kids and Teens About COVID-19 and 
other Global Trauma) 

• Psychology Today - COVID-19 기간 동안 부모역할을 위한 팁(Parenting Tips 
During COVID-19) 

 

사랑하는 사람의 정신 건강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SummitStone Crisis Services는 1217 Riverside Ave. in Fort Collins에 위치하며, 

행동 건강 긴급 진료소(Behavioral Health Urgent Care), 모바일 대응 및 위기 

안정화 유닛(Mobile Response and Crisis Stabilization Unit) 서비스 진료를 하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 위기에 처한 커뮤니티 구성원이 증상을 보이거나 아프면, 정신 건강 위기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 위기 라인(Crisis Line) 970-494-4200 ext 4 로 전화하거나, 또는 

문자로 TALK라고 쳐서 38255번으로 보내도록 권장드립니다. 

• • SummitStone은 여전히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리 전화 후 

방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화하지 않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 들어가기 전에 문에서 초기 점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 



 
밖에서 놀 수 있으나,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발병 기간 동안 어린이와 성인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면 야외에서 운동하고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네에서 산책을하거나 Larimer 카운티의 공원, 트인 공간 또는 트레일 코스(Larimer 

County’s parks, open spaces or trails) 중 하나를 방문하십시오. 

• Larimer 카운티의 자연 자원부(Natural Resources Department)의 웹 

사이트에서는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레크리에이션을 안전하게 하기 

(recreating safely during the COVID-19 outbreak)에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o 공원과 산책로가 붐빌 것입니다. 방문객들이 건강 지침(health guidelines)을 

준수하여 COVID-19의 확산을 막도록 다음 사항을 지키도록 촉구합니다:  6 

피트의 사회적 거리 유지; 그룹 규모를 10명 미만으로 유지; 전망대/트레일 

헤드 장소에 모여 있지 않기; 손 씻기; 몸이 아프면 집에 머무르기. 

• 학교 및 타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PSD 놀이터도 문을 닫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육구는 놀이터 기구를 소독하지 않습니다. 

o 폐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놀이터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모든 

사람이 위의 카운티 건강 지침을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요청합니다. 신체 

거리는 6 피트를 유지하고, 그룹으로 모이지 말고, 손을 씻으십시오. 

o 카운티 보건 당국은 커뮤니티가 야외 활동을 즐기도록 권장합니다. 

바이러스가 표면에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지만, 주된 

감염은 개인 간 접촉을 통해 일어납니다. 

 

봄 시즌 운동 선수를 위한 PSD 교육구 운동 참가비 환불 
아쉽게도 주 전역의 교육구들과 마찬가지로 PSD도 최소 4 월 18 일까지 봄학기 

스포츠에 대한 콜로라도 고등 학교 활동 협회의 모라토리엄(Colorado High School 

Activities Association’s moratorium)을 따릅니다. CHSAA 또는 PSD는 스포츠 프로그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을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가 제공되면 가족과 학생 운동 선수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족들과 봄 시즌 스포츠 학생 운동 선수들에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며,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구는 봄 시즌 스포츠 참가비를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이 비용 환불을 처리 할 수있는 방법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는 PSD Activities, 

Athletics and Events Status COVID-19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신규: 이제 식사 기부를 SchoolPay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사 기부를 SchoolPay 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PSD 휴교 동안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기 때문에, PSD는 온라인 

지불 센터 SchoolPay를 통해 새로운 기부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구 내 학생들에게 건강한 영양 식사를 계속 제공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기부하십시오.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체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SchoolPay 계정이있는 PSD 가족들은 현재의 학생 계정 잔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잔액을 기부하시려면 Marei Wallace(mwallace@psdschools.org)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또한 커뮤니티 구성원은 Larimer 카운티 Food Bank에도 기부 할 수 있습니다. 

PSD 와 커뮤니티 파트너 업체들은 휴교 동안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음식 배포, 장소 및 운영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PSD 커뮤니티 뉴스 레터 GHH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족용 목요일 업데이트는 Great Happens Here 뉴스 레터에서 이메일을 통해 

전송됩니다. 

최근 3 월 23 일 COVID-19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GHH 뉴스 레터를 최근에 받으신 경우, 

굿 뉴스는 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은 했지만 볼 수 없는 경우, "정크" 또는 "스팸" 폴더를 확인하여 본인의 안전 

목록(safe list)으로 이동하십시오. 

탈퇴하였으나 다시 가입하시려면 info@psdschools.org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가족용 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 

우리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매일 접수되는 수많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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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Frequently Asked Questions guide)를 만들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Advanced 

Placement 시험, 졸업식 등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받은 질문 중 하나는, "PSD가 현재 학교 및 시설 내에 있는 장갑이나 기타 용품을 

지역 병원과 응급실에 기부할 것입니까?"하는 것입니다. PSD는 Larimer 카운티 

응급실(LCOEM)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LCOEM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급하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물품이 필요할 때 

PSD에 연락할 것이고 PSD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원활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FAQ를 읽어보시고 누락되거나 추가해야 할 질문/대답이 있는 경우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를 공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육구 가족들께 감사드립니다. 

 

Poudre 교육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