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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ha-Huber Park K-8 새 교장선생님에 Alfonso Giardiello 씨
https://youtu.be/qn73Oi2sU88
유튜브 비디오 자막 번역하기 https://bit.ly/2Rln9Ol
Aloha-Huber Park K-8 의 새 교장 선생님으로 Alfonso Giardiello 가 부임하였습니다.
Alfonso 는 2004 년부터 교육구에서 이중 언어 직원 및 TOSA 로 일한 다음 Aloha-Huber
Park 에서 5 학년 교사, 학생 관리자 및 교감으로 일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교사 그리고
교장으로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대한 이해와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학생 출석 관련 사항

지난봄과 달리, 포괄적 원격 학습 기간에 학생의 출석이 체크됩니다. 출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다음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교사는 매일 학생 출석을 확인합니다. 출석은 하루 중 다른 시간에 학습을 해야
하는 가정의 사정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교사 주도 실시간 수업 세션 참석
○ 교사가 녹화한 영상 시청
○ 이메일을 통해 교사와 소통
○ 완료한 과제를 온라인으로 게시
● 학생이 학교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 결석으로 표시된 경우, 학부모/보호자에게
그날 약 오후 5 시에 통지를 발송됩니다..
● 매일 아침, 교사는 출석 보고서를 확인하고 전날 결석으로 표시된 학생이 저녁에
학습에 참여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고 출석한 것으로
조정합니다.
학교 재개를 위한 COVID-19 지표

하이브리드 모델 학습 시작을 기대하며 카운티 및 주 COVID-19 지표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매주 weekly 발표됩니다. 비버튼 교육구는 워싱턴 카운티에
있지만 교직원 중 10 % 이상이 인근 카운티에 거주하기 때문에 멀트노마 카운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7 월 28 일 주지사의 지침에 따라, 이후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속 3 주, 7 일 동안에 워싱턴 (및 멀트노마) 카운티 100,000 명당 COVID-19

케이스 10 건 이하
● 연속 3 주, 7 일 동안에 워싱턴 (및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테스트 양성 반응률 5%
이하
● 연속 3 주, 7 일 동안에 주 전체에서 테스트 양성 반응률 5% 이하

K-3 학년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연속 3 주, 7 일 동안에 워싱턴 (및 멀트노마) 카운티 100,000 명당 COVID-19

케이스 30 건 이하
● 연속 3 주, 7 일 동안에 워싱턴 (및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테스트 양성 반응률 5%
이하
● 학교 커뮤니티에서 COVID-19 이 왕성하게 확산되지 않음.

특수 교육 FAQ

포괄적 원격 학습 동안 특수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다음
웹페이지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Special Education FAQ on the Return-to-School
webpage.
AMIRacle Foundation 에서 BSD 학생 지원
특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Structured Routines Center (SRC)에 있는 150 명
BSD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기부한 AMIRacle Foundation 에 감사드립니다. 포틀랜드에
기반을 둔 이 재단은 의학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가진 가족을 지원하고 교육합니다.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가상 교육 위원회 미팅

9 월 29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 Livestreamed on BSD YouTube
일반 의견 신청 Public Comments 9 월 23 일 오후 12 시부터 9 월 25 일 오후 12 시 까지
접수 가능
중학교 통학 경계 변경 자문 위원회 미팅

10 월 1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 Livestreamed on BSD YouTube
일반 의견 제시 신청 Public Testimony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