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BSD Weekly)
일반 학교 또는 옵션 학교를 통해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참여하기로 선택했든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하기로 선택했든,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다가오는 학년도에
성공적으로 학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년도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추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교육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요약한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준비물 목록

매년 학교는 가정이 구입해야 하는 학용품과 학교 준비물 목록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는
가정에서 학습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구 전체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준비물 목록을
"Student Success Kit"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을 위한 Student Success Kits

이어폰,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것이면 더 좋음
연필과 펜
스프링으로 묶인 노트북 또는 작문용 노트북
여러 색깔 마커
막대형 접착제
초등학생을 위한 추가 목록

소형 화이트 보드와 보드용 마커
중, 고등학생을 위한 추가 목록

검은색 샤피
형광펜
무료 학용품

Beaverton Education Foundation (BEF) 및 기타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하여 16,000
개의 Success Kit 구매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이뤄지면, 9 월
첫째 주에 교육구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대상인 학생들에게 이 Kit 를 배포합니다.
전달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뤄집니다. FLEX 온라인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에 해당된다면 학용품
구입을 보류하십시오.

저희는 이미 BSD Community Resource Fund 에서 일부 자금을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습니다. 저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BEF Backto-School Equip Campaign 에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8 월 20 일에 Beaverton 고등학교에서 교육구 전체 학교 준비물 모아 기부하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언급한 목록에 있는 항목 중 어느 것이든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체육관 입구 (2 번가와 Stott Avenue 코너)에서 9 a.m. - 1 p.m. 와 4
p.m. - 7 p.m. 에 실시합니다
무료 아동 의류

아이들은 학교에 실제로 다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자라므로 옷이 작아집니다.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Clothes Closet 은 8 월 24 일에 재개장하여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대상인 학생들에게 새 옷 또는 약간 사용한 중고 옷을 제공합니다.
COVID-19 로 인해 방문은 예약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학생(들)이 다가오는
학년도를 위해 옷을 선택하고 싶다면 여기 온라인 online 으로 등록하십시오. 온라인
캘린더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503-356-4322 로 전화해 약속을 잡으십시오. 참고: 모든
Clothes Closet 방문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없으신 경우, 저희가
제공합니다.
무료 식품 상자

3 월부터 지역 사회 파트너쉽으로 BSD 는 17,300 개의 식품 상자를 비버튼 가정에게
배포하였습니다. 계속 이러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파트너 회사인 Pacific Coast Fruit Company 는 수요일 12 p.m. - 1 p.m. 사이에
Aloha 고등학교에서 식품 상자를 계속 배포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 교육구내에 다른
두 곳에서도 배포를 합니다: St. Cecilia Church (화요일, 2:00 p.m.)와 Beaverton
Foursquare Church (목요일, 9:00 a.m.).
또한, 다른 커뮤니티 파트너 회사 Urban Gleaners 는 Vose 초등학교에서 (월요일, 11:00
a.m.)에서 식품 상자를 계속 배포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 가정들의 식품 및 경제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싶으시면
BSD 지역 사회 자원 기금 BSD Community Resource Fund 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및 할인 가격 아침 및 점심 급식

여름 급식 프로그램을 8 월 27 일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가을에도 계속
가지고 가는 형식 (grab-and-go)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급식 서비스는 커브사이드 급식
픽업 장소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모든 학생이 급식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학생들은 급식
혜택 자격에 따라 요금이 청구됩니다.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혜택 자격이 있는 BSD
등록 학생에게는 급식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FLEX 온라인 학교에 등록한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자녀가 무료 급식을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나요? 여기에서 온라인 online 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신청서는 스페인어로도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503-356-3957 로 전화하십시오.
무료 인터넷 접속

올 가을 모든 학생들은 인터넷 접속이 필요합니다. BSD 는 컴캐스트와 제휴하여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혜택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Comcast Internet Essentials
프로그램을 통해 6 개월간 무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online 으로
제공되며 8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스페인어로도 제공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503-356-4300 으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8 월
13 일에 grab-and-go 급식 배부 장소에서종이로 된 신청서 (영어 또는 스페인어)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컴캐스트를 통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고등학생은 스프린트의 1Million Project
파트너쉽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핫스팟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online 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503-356-4300 으로 전화하십시오. 컴캐스트를 통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학교들이 9 월 첫째 주에
추가로 핫스팟을 배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학생들을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시면 BEF’s Back-to-School
Connect Campaign 를 통해 기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BSD 주간 뉴스레터
BSD Weekly 뉴스레터는 구글 번역을 통해 모든 언어로 제공됩니다. BSD 주간
뉴스레터를 모국어로 읽으시려면 뉴스레터 상단 왼편 검은색 네모 안에 있는 Translate
Newsletter 링크를 클릭하신 후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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