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tting 교육감 메시지
BSD 커뮤니티에게,
지난주에 저는 교사, 비 교직 직원 및 행정 관리인을 포함한 Teaching & Learning 부서의 뛰어난
업무 노력을 요약해 알려드렸습니다. 상당수 교직원이 가을 온라인 학습 준비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여름 동안에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들의 노력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직원들의 이러한 뛰어난 노력 없이 저희 교육구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 부서
● 비즈니스 부서는 학교가 문을 닫게 된 이후 예산 및 관련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작업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항목에 있어 많은 고려와 검토를 해야 했습니다:
○
○
○
○

PPE (개인 보호 장비), 청소용품,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같은 항목에 대한
비용 증가
포괄적 원격 교육 (CDL) 및 새로운 FLEX 온라인 학교를 위한 인력 배치
다음 학년도의 잠재적 학생 손실로 인한 직원 채용 영향
다음 학년도 주정부 학생 성공 법안의 기금 계정 (Student Investment Account) 중

○

67 % 감소 예상에 대비
2021-2023 년 두 회계 년도 동안 상당한 예산 수입 부족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및 지역사회 참여 부서
● 커뮤니케이션 및 지역사회 참여 (Communication and Community Involvement, 줄여서

●

●

●

CCI) 부서는 가정 학습을 위한 학용품을 포함한 16,000 개의 "Student Success Kit"를
만들어 9 월 첫 주 동안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대상 학생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파트너와 공조하여 이번 여름에 도움이 필요한 BSD 가정에게 17,500 개
이상의 무료 식품 상자를 배포했습니다. 이 부서는 가을에도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가정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CCI 는 Clothes Closet 을 예약제로 전환해 8 월 24 일에 재개되도록 하였습니다. Clothes
Closet 은 새 의류 또는 약간 사용한 중고 의류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팀은 교육구 웹사이트, BSD 주간 뉴스레터 (BSD Weekly), 소셜 미디어 게시물, 비디오
및 Q & A 세션을 통해 학교 복귀 계획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세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평성 & 포용성 담당 사무실
● 공평성 & 포용성 담당 사무실 (Office of Equity and Inclusion, 줄여서 OEI)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좀 더 안전하고 반 인종 차별적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 전체 부서
및 학교를 계속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

OEI 는 올여름 리더십 서밋 주제로 반 인종 차별 주의적 지도자로서의 역할 인식과 행동
실천 소개 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오리건 교육 공평 센터
(Oregon Center for Educational Equity)의 전문가로서의 교육에 포함하였습니다.

시설 & 유지 보수
● 실제 대면 수업이 폐쇄됨에 따라 시설 개발 담당 팀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가속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팀은 Five Oaks 중학교의 중요 리모델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예산에 맞게 3 개월 일찍 완료됩니다.
●

이 팀은 모든 학교 건물의 다음 여러 부분을 평가하여 하이브리드 모델 대면 수업 교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외부 (입구 및 출구 지점), 학교 내부 (양호실, 격리실,
카페테리아 및 도서관), 교실 (사용 가능한 공간 및 교사 공간).

인사 부서
● 인사 부서는 BSD 교육구 무급 휴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교육구가 6 백만 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서는 Work Share 프로그램을 통한 지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 예산 문제와 등록 변경으로 인한 교육구 전체 직원 배치 변경 절차에 많은 시간을
●

소요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은 일반적으로 많은 교육구 직원의 사임 및 퇴직으로 인해 많은 채용이
이뤄지는 인사철입니다. 직원 배치 결정이 늦어지면서 신규 라이센스 소지 직원의 신규
채용 공고, 인터뷰, 채용 과정 등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했었습니다. 인사 부서 교사 멘토는 원격 수업 환경에서 신입 교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New Staff Academy 를 계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보 테크놀로지 부서
● 정보 테크놀로지 (Information Technology, 줄여서 IT) 부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해결합니다. 컴캐스트가 후원하는 Internet Essentials
프로그램 500 개를 자격이 되는 가정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린트 1Million
프로젝트는 고등학생에게 약 300 개의 핫스팟을 제공 할 예정입니다. 가정에 인터넷이
부족한 중, 초등학생을 위해 이 부서는 9 월에 476 개의 핫스팟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IT 부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홈리스 보호소 및 아파트
단지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

교육구에 처음 등록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학습용 컴퓨터 기기를 가지도록 한 후
IT 부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18,000 개의 새로운 크롬북과 아이패드를 배포합니다.
배포에 관한 추가 정보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IT 팀은 지난 봄에 학생들의 중요한 요구 사항에 응답하기 위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학생
헬프 데스크를 실시했었습니다. 새학년도 학생 헬프 데스크는 9 월 8 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기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나 응용 프로그램 액세스를 도와주는 교직원이
있습니다.

급식 서비스 부서
● 급식 서비스 부서는 이번 여름에 저희 교육구의 모든 아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

●

노력했습니다. 이 부서는 15 개 학교와 3 개 아파트 단지에서 175,000 개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9 월에 학교가 재개될 때까지 이 부서는 11 개 학교 위치에서 추가로 2 주
동안 여름 급식을 연장했습니다.
급식 서비스 부서는 9 월 14 일 주에 커브사이드 급식 서비스를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는 커브사이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사이트의 수를 늘리고 있으며
가정에서 가열해 먹는 식사 옵션을 새로이 개발했습니다.
학생 성공법의 급식 영양 공급 확장 부분을 활용하여 급식 서비스 부서는 이번 학년도에
커뮤니티 적격성 조항에 따라 13 개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제공하도록 뉴욕주에
신청했습니다. 또한 BSD 는 급식 신청 apply for meal benefits 을 할 경우 더 많은 가족이
무료 아침 및 점심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제한을 확대하는 지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공 안전 부서
● COVID-19 팬데믹 위기 기간 동안 공공 안전 부서는 Safe Oregon Tipline 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는 현재 및 이전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따돌림, 마약 사용,
자살 성향 및 개인 안전 문제 등을 다룹니다. 이 부서는 이 문제에 대응하는 법률 집행
기관을 지원해 왔습니다.
교통 부서
●

●

●

이 부서는 현재 급식 서비스 부서와 협력하여 식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가정
30 곳 이상에 방문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 팀은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 시 특수 프로그램 학생들의 교통 요구 사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정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일정을 만드는 직원들은 적절한 사회적 거리와 함께 오리건 주 모든 주 지침을
준수하면서 여러 등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 일정을 만드는데 4,000 시간
이상을 소요했습니다.
BSD 는 전기 스쿨버스 2 대와 충전 기간 시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충전 스테이션을 만들고 있으며 2021 년 봄에 새로운 버스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BSD 는 계속해서 프로판과 전기 등 디젤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스쿨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새 학년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커뮤니티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해시 태그 #BSDtogether 에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Don Grotting
BSD 교육감

새 학년도 정보
올 새 학년도의 시작은 예년과 조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Return-to-School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학교 재개에 관한 FAQ 외에도 학생
정보 확인 (verification), 개학 준비물, 급식 혜택 및 인터넷 연결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식품 상자 배부, Clothes Closet, 거주지 및 유틸리티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과 같은 유용한
커뮤니티 리소스 링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Student Success Kits (개학 준비물 목록)
교육구 전체적으로 실시한 모금 및 기부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Beaverton Education Foundation 및 기타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력하여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 혜택을 받는 BSD 학생 16,000 명에게 이 준비물 키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에게 9 월 7 일 주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저희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 주실 수 있습니까? BEF Back-to-School Equip Campaign 에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모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년도 일정 캘린더
교육구는 2020-21 학년도 일정 캘린더에 대해 교사 협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학생 정보 확인 (Verification) 완료 요망
개학 맞이 학생 정보 확인 절차를 아직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ParentVUE 에서 완료하십시오.
개학 전에 학부모님께서 매해 필요한 이 절차를 완료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확인 절차를
통해 저희 시스템이 학생에 관한 중요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관해서는 Back-to-School Verification webpage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킨더가든 등록
가능한 한 빨리 킨더가든 학생 등록을 하십시오. 온라인 online 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재학할 초등학교에 전화하십시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다중언어 부서,
503-356-3755 로 전화하십시오.
등록 정보
학생 등록에 관한 정보는 BSD 웹사이트 BSD website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재학할 인근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School Attendance Area
webpage 웹 페이지에서 주소 찾기를 사용하여 통학 학교 경계를 확인하십시오.

●

●

●

BSD 학군 범위 안에서 이사를 하여, 더 이상 현재 학교 경계 안에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새 거주지 해당 학교에 새 주소를 알려 등록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사하기 전 재학
학교에 남아 있으려면 행정 전학 (Administrative Transf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양식은 Transfers webpage 에 있습니다.
이사를 하여 더 이상 BSD 학군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새 교육구에 등록하십시오. 또는
교육구 간 전학(Interdistrict Transfer)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및 양식은 Transfers
webpage 에 있습니다.
임시 보호소 또는 거주지를 잃게 된 경우, McKinney Vento Homeless Program
webpage 에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중학교 통학 경계 조정 절차
중학교 통학 경계 조정 절차는 다음 달에 재개됩니다. 자문위원회는 9 월 3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9 시까지 가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Zoom 을 통해 진행되며 교육구의 YouTube
채널에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절차, 의견 제출 방법 또는 실시간 공개 의견 제시 등록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ddle School
Boundary Adjustments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스쿨메신저
BSD 에서 보내는 이메일, 문자 및 전화 수신에 대한 기본 설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SchoolMessenger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신 후 BSD webpage 설명을 참조
하십시오. BSD 문자 메시지 알림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67587 에 "yes"라고 문자를
보내십시오. 현재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전화번호가 학생의 학교 기록에 등록된 전화번호이어야
합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