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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oolkit
학부모님께서 포괄적 학습 (Comprehensive Distance Learning, 줄여서 CDL)을 통해 학습하는
학생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저희 교육구 웹사이트에 새로운 섹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Family
Toolkit 이라 부르고 여기에 필요한 비디오들과 자료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다음 몇 달에 걸쳐
새로운 자료들을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다음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eaverton.k12.or.us/connect/family-toolkit
킨더가든 시작 날짜

BSD 는 2020-21 학년도 킨더가든 학생들을 맞이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킨더가든 시작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9 월 14 일과 15 일에는 킨더가든 학생과 가족이 각 학교에서 정한 오리엔테이션 활동에
참여합니다. 수업은 없습니다.
● 9 월 16 일 수요일은 교사 연수일입니다. 수업은 없습니다.
● 성 (last name)이 A-L 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9 월 17 일, 목요일에 킨더가든이 시작됩니다.
● 성 (last name)이 M-Z 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9 월 18 일, 금요일에 킨더가든이 시작됩니다.
● 9 월 21 일, 월요일에는 모든 킨더가든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완전하게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을 시작합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형식(Grab & Go) 급식 서비스

학교가 곧 시작됩니다. 급식 서비스 부서는 포괄적 원격 학습 (CDL) 기간 동안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 교육구는 USDA 로부터 면제를 받게됨에
따라,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모든 어린이 (1-18 세)가 무료로 급식을 픽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가을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생을 대동하지 않고 급식을 픽업할 수 있습니다.
● 급식 픽업은 주 2 일, 화요일 (이틀 분 음식)과 목요일 (삼일 분 음식)에 오전 11 시부터
오후 12 시까지 진행됩니다.
● 급식은 아침과 점심이 함께 포장됩니다.
● 급식을 픽업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급식 제공 장소인 학교와 버스 정류장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신 정보 아는 방법

저희는 SchoolMessenger 알림 시스템을 사용하여 학부모, 보호자, 학생 및 교직원에게 자동
전화, 이메일 및 문자를 보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는 등교 정보, 중요한 메시지 및 미리 알림,
출석 알림 및 악천후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BSD SchoolMessenger webpage
를 방문하십시오.

SchoolMessenger InfoCenter 를 통해서 또는 앱을 다운로드하여 알림 기본 설정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계정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 비디오 video 를 확인하십시오.
Zoom 개인 정보 보호 지침
포괄적 원격 학습 (CDL) 동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을 유지하고 학생과 교사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학부모/보호자/학생은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

Zoom 가상 강의실 세션의 어떤 부분도 비디오 녹화, 오디오 녹음, 사진,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송하지 마십시오.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것도 안됩니다.
Zoom 가상 강의실 세션에 참여하는 학생과 관련된 기밀 또는 개인 식별 정보는 수집,
논의 또는 공유해서는 안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를 위한 학생 인터넷 활동 보고

2020-21 학년도에는 학부모가 학생의 테크놀로지 사용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보고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매 일요일 저녁에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가장
활동적이었던 시간, 웹 검색에 사용된 용어 및 방문한 웹 사이트를 포함하여 학생의 인터넷
활동을 요약한 내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IT 부서 웹 페이지 Information Technology's webpage 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BSD website 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departments/information-technology/internet-activity-parent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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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ton & Merlo Station 학교 기반 보건 센터
Beaverton School-Based Health Center (SBHC)) 와 Merlo Station School-Based Health Center
(MSSBHC)는 2020-21 학년도에 오픈합니다. 이 센터는 1 차 진료, 아동 및 청소년 상담과 예방
치과 진료를 전문으로 합니다. 대상은 비버튼 교육구 모든 연령대의 학생입니다.
학교 기반 보건 센터는 아동 건강 검진, 스포츠 신체검사, 예방 접종 및 독감 예방 주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위한 일반 상담이 가능합니다. SBHC 에서 치과 클리닉은
실란트, 세척 및 의사 추천 등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민간 보험 플랜과 Oregon Health Plan (OHP)이 허용됩니다. 보험이 없으신가요? 그럴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할인되는 차등 비용 납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BHC 는 비버튼 고등학교 건물 바로 서쪽에 있는 흰색 1 층 건물인 학교 캠퍼스에 있습니다. SW
2nd Street 와 SW Erickson Avenue 에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 센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8 시부 터 오후 4 시 30 분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인 오후 12 시부터
12 시 30 분까지는 운영을 안 합니다.)
MSSBHC 는 수요일에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가상 방문과 주중 매일 인근 클리닉의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클리닉은 Merlo Station High School 캠퍼스에 있습니다.
ISB & BASE 에게 축하
U.S. News & World Report 에서 오리건 주 최고의 고등학교로 선정된 International School of
Beaverton (ISB) (# 1)과 BASE 로 통합되기 전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 2)에 축하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