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된 교육구 학년도 일정표

업데이트된 교육구 학년도 일정표 2020-21 District Calendar 입니다.
이 일정표는 계약 협상 및 가용 인력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악천 후 또는 기타 비상 폐쇄로 교육구가 ODE 에서 요구하는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수업일수는 6 월에 보충됩니다.
Family Toolkit
포괄적 원격 학습 (CDL) 기간 동안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디오 및 기타 자료 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걸쳐 내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확인하세요! https://www.beaverton.k12.or.us/connect/family-toolkit
Clothes Closet 재개
교육구가 운영하는 Clothes Closet 는 BSD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새 의류 또는 약간 사용한 중고
의류 나눔을 위해 재개됩니다. COVID-19 상황을 감안해 예약제로 변환해 운영합니다.
학생이 옷을 쇼핑하기 원하면 온라인 online 으로 예약하십시오. 온라인 캘린더로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 503-356-4322 로 전화하여 약속 시간을 정하십시오. 참고: 모든 Clothes
Closet 방문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저희가 제공합니다.
인터넷 연결에 관한 업데이트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BSD 와 컴캐스트는 BSD 가정들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쉽을 2021 년 6 월 30 일까지 추가로 연장합니다! 또한 BSD 가 후원하는
컴캐스트 Internet Essentials 프로그램에 이미 등록한 가정들을 위해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2021 년 6 월 30 일까지 확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에게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온라인 online 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beaverton.k12.or.us/free-internet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어서 Internet Essentials 프로그램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이 양식 form 을
작성하여 핫스팟을 요청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departments/information-technology/internet-access-forfamilies/hotspot-requests
고등학생이지만 Internet Essentials 프로그램에 자격이 안 되는 경우 Sprint 의 1Million
Project 와의 파트너쉽으로 무료 핫스팟을 온라인 apply online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eaverton.k12.or.us/hotspots
이 웹 링크에 접속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503-356-4300 로 전화해 지원하십시오.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시다면 BEF 의 Back-to-School
Connect Campaign 에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beavertonedfoundation.org/help-connect-every-student-this-school-year-hotspotsfor-all/
가을 새학년 컴퓨터 기기

2014 년 본드 (지방채권 주민투표 법안)로 구입한 새 컴퓨터 기기들이 방금 도착해 IT 부서
교직원들이 배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올 6 학년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들은 당분간 봄에
대여받은 기기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십시오:

● K-2 학년 학생은 iPad 를 받게 됩니다. 9 월 1-10 일 사이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와
교체합니다. 학교별로 학생들의 기기 교체를 위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 3-5 학년 및 일반 중학교 (옵션 스쿨이 아닌 학교) 학생은 새 크롬북을 받게 됩니다. 새
크롬북으로 교체는 9 월 말 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옵션 스쿨 학생들은 지난해
새 기기를 받았습니다.
학생의 기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학생이 봄에 기기를 대여받지 않아 새 학년에 기기가
필요하거나, 교육구에 새로 오는 학생은 학생 헬프 데스크 shd@beaverton.k12.or.us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학생 크롬북 로그인 방법 변동

9 월 8 일부터 학생의 크롬북에 로그인하는 방법이 변경됩니다. 이 변경으로 보안이 향상됩니다.
학생들은 BSD 학생 이메일 주소 전체 (예: 123455@bsd48.org)로 크롬북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초기 설정, 로그인 방법 및 일반 지원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자주 묻는 질문 웹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Frequently Asked Questions webpage.
기기 파손 시 보상 프로그램

모든 학생이 교육구가 소유한 컴퓨터 기기 (크롬북 또는 iPad 둘 중 하나)를 대여 받게되므로,
기기 파손 시 보상 프로그램 (Damage-Loss Protection Program) 등록을 위해 교육구는
학생의 온라인 지불 Online Payment 계좌에 $20 (여러 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최대 금액은
$60)을 부과합니다. 이 프로그램 비용은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 수혜 대상이고 공유 허가 양식
Permission to Share Form 을 작성한 가정에게는 면제됩니다. 학생은 파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기 전에 이 비용을 납부해야 이 보상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학교 시작 후 30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보상 프로그램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손상,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할 경우 모든 비용에 대해 가정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던지 사고당 $300 까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Student Device Resources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두 학교가 BASE 로 통합됨

Beaverton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 (줄여서 BASE) 교직원들은 두 학교의 통합을
(가상으로) 공식적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ASE 는 이전의 Health and Science
School 와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가 하나로 통합된 학교로 두 학교의 장점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이 학교 사명 선언문은 "Beaverton Academy of Science and Engineering 는 다양한 학생
커뮤니티를 환영하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협력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이끌어
가고 기여하도록 준비시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Andrew Cronk 교장은 “흥미롭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BASE 커뮤니티는 과학
및 생물 의학 연구,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분야가 진로인 학생들에게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학습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두 가지 전통을 하나로 결합하여 접근
가능하고 통합된 학습 환경으로 만들 것입니다. 마치 불사조처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학교는 9 월 14 일에 새 학교에 돌아오는 학생들을 (가상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이 학교 학생회 회장 Natalie Dueltgen 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특히 기대됩니다. BASE 는 커뮤니티, 그리고 함께 협동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저희 모두는
서로 다른 열정과 다른 진로를 가진 사람들을 서로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크게 기대하는 바 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렵고 다를 수 있지만
학교 공동체로서 참여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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