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tting 교육감님 메시지
BSD 커뮤니티 여러분께,
교사, 비 교사직 직원 및 행정 관리인을 포함하여 BSD 교직원 여러분이 여름 방학 동안 이룬
업무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방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복귀 계획을
세워나가는 데 시간을 내어 의견을 주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제공해 주려는
노력은 매우 소중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근까지 교직원들이 해 온 노력을 요약한 것 입니다:
초등학교 단계
● 초등학교 교직원이 원격 교육 및 학습 설문 조사 (Remote Teaching and Learning
Survey)에 의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671 명의 라이센스 소지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 5 월과 6 월에, 교육구는 참가를 원하는 교사와 스페셜리스트들을 포함하여 학년별로
학교 복귀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020-2021학년도를
여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300 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 7 월에 하이브리드 모델 초안이 발표된 후, 참여를 원하는 교사들을 학년별 대화에 초청
하였고, 이들은 이 모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500 명 이상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 특별 자금 지원을 받는 학교(타이틀 스쿨이라고 불림)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K-5 학급
교사가 소집되어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사용될 수업일 지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17
명의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과목 영역 TOSA (Teachers On Special Assignment의 약자,
특별 임무를 맡은 교육구 교사)도 이에 참여했습니다.
● 정보 및 교사 전문직 연수에 대한 교사의 요청에 따라 Innovation TOSA 팀은 여름 동안
전문성 개발을 포함하는 "PD on the Patio"시리즈를 개발했습니다. 현재 28 개의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며 거의 2500 명의 교사 (초등 및, 중, 고등학교)가 참여를 원해
등록했습니다.
● 8 월에는, 모든 초등학교 라이센스 소지 교사에게 현재뿐 아니라 학년도 내내 교사 연수
요구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CDL 수업일 지도 계획이 확정되면 교사들은 자신들 스스로 고유의 일일 지도 초안을
만들 수 있는 학년별 의견 교환 대화를 선택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단계
● 중학교 교직원들은 원격 교육 및 학습 설문 조사에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306 명의
자격증 소지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 각 중학교 교장선생님은 매주 또는 격주로 선택적 교사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요청하고
질문에 답을 하였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교사를 위해 일부 교장선생님은 구글 문서를
만들어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교사는 수업일 일정 초안 작성과 의견 제시를 위해 선택적 학년 수준 및 부서별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의를 통해 오리건 주 교육부의 지침을 전달하였습니다.
● 교장 선생님들은 밴드, 예
 술, 드라마, AVID, ESL/ELL 및 특수 교육 등 영향력이 큰
분야의 교사들과 협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일부 교장 선생님은 문제 해결과 교사들의 추가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해 업무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
● 고등학교 교직원들은 원격 교육 및 학습 설문 조사에서 의견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441
명의 라이센스 소지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의견을 요청하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매주 또는 격주로
선택적 교직원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교사를 위해 일부
교장선생님은 구글 문서로 만들어 공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모든 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들이 선호하는 수업 일정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Straight 8 vs. 4x4). 설문 조사 결과는 교육구 지도부에 전달되었습니다.
● 일부 교장선생님은 교사 및/또는 부서 책임자 및 대표를 포함하여 주요 리더와 함께
소그룹 가상 회의를 선택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일부 교장은 교직원 배치, CDL 통보 및
4x4 모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별 교사 회의를 가졌습니다.
● 일부 교장선생님은 학교 복귀 계획을 만들기 위해 가상 리더십 수련회를 조직했습니다.
● 일부 교사와 카운슬러에게는 산하 그룹을 조직해 논의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체 일정, SEL 지
 원 및 CDL 모범 사례 등 계획 논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교사 산하 그룹을 통해 형평성 관점에서 CDL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FLEX 온라인 학교
● 비 행정직 멤버 10 명과 행정 관리인 1 명으로 구성된 커리큘럼 조사 및 심사팀은
커리큘럼 플랫폼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Florida Virtual 및 Apex Learning을
선택했습니다.
● 비 행정직 멤버 17 명과 행정 관리인 5 명으로 구성된 Equity and Inclusion Leadership
팀은 FLEX 온라인 학교의 운영 및 채용 관행에 있어 형평성에 맞고 모두를 포용하는
관념을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현재 비 행정직 멤버 3 명과 행정 관리인 2 명으로 구성된 FLEX 직원 인터뷰 팀은 FLEX
온라인 학교에 다양한 배경과 자격을 갖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중 언어 부서 (Multilingual Department) 행동 건강 및 복지 부서
● 이중 언어 (dual language) 교사 팀은 올 학년도에 다룰 중요 목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초등학교 ELD 교사와 TOSA 팀
 이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형식에 대한 지침을
논의했습니다. 중등 ELD 교사 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 건강 및 복지 부서
● 행동 건강 및 복지 TOSA는 상담사, 사회 복지사 및 학생 성공 코치의 역할, 책임 및
일정에 대한 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회의를 했습니다.
● 행동 건강 및 복지 TOSA 및 간호사는 학교 복귀 계획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특수 교육 부서
● 특수 교육 TOSA는 특수하게 설계된 교육 및 관련 서비스, 평가 및 특수 교육 회의
실시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수 교육에 라이센스를 가진 교직원 대표 및 학교 행정 관리자들은 8 월 10 일과 17
일에 특수 교육 행정 관리자와 만나 CDL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유합니다.
분명한 것은 새 학년도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을 저희에게 나눠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BSD 여러 가정에게 감사드립니다. 설문 조사, 이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 및 Q & A
세션을 통해 제공해 주신 모든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40,000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9월 14일에 만나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 비록 원격이지만 —!
Don Grotting
BSD 교육감

학교준비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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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학생을위한Student Success Kits
이어폰, 마이크로폰이 장착된 것이면 더 좋음
연필과 펜
스프링으로 묶인 노트북 또는 작문용 노트북
여러 색깔 마커
막대형 접착제
초등학생을위한추가목록
소형 화이트 보드와 보드용 마커
중, 고등학생을위한추가목록
검은색 샤피
형광펜
무료학용품

Beaverton Education Foundation (BEF) 및 기타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하여 16,000
개의Success Kit구매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 이뤄지면, 9 월 첫째
주에 교육구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대상인 학생들에게 이 Kit를 배포합니다. 전달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뤄집니다. FLEX 온라인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에 해당된다면 학
 용품 구입을
보류하십시오.
저희는 이미 BSD Community Resource Fund에서 일부 자금을 이 프로젝트에
지원했습니다. 저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BEF
Back-to-School Equip Campaign에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8월20일에 Beaverton 고등학교에서 교육구전체학교준비물모아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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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