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0 월 12 일

Westview LITT 비디오
도서관 테크놀로지 지도 교사 (Library Instructional Technology Teachers, 줄여서
LITT)들은 학생과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근무 시간 외에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Westview 고등학교 LITT, Christina Schulz 씨에 관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vjaJ6bOJOzM

아메리카 토착민의 날 및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유산의 달

비버튼 교육 위원회는 10 월 두 번째 월요일을 아메리카 토착민의 날 (Indigenous
Peoples’ Day)로, 11 월을 아메리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유산의 달로 인정하는
결의안 resolution 을 채택했습니다.
오리건 상원 법안 13: 부족 역사/공유 역사 Oregon Senate Bill 13: Tribal History/Shared
History 커리큘럼의 시행과 함께, 토착민 및 아메리카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
커뮤니티의 역사적, 현대적 경험과 공헌을 더 잘 인식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BSD 형평성 및 포용 (Equity and Inclusion) 담당 부서, 다중언어 부서 및 아메리카
원주민 학부모 위원회 (NAPAC)가 학생과 지역 사회에서 이들을 인식하도록 함께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BSD 자살 예방 주간
BSD 교직원이 작년에 578 건의 자살 선별 검사 및/또는 중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중 138 건은 초등학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BSD 커뮤니티에서는 작년에 두 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생 두 명은
너무 큰 숫자입니다.
저희는 이 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정신
건강의 날과 함께 비버튼 교육구는 교육구 전체적으로 자살 예방 주간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연령에 맞는 자살 예방/정신 건강 수업을 제공하고 교직원에게
전문가 능력 개발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소셜 미디어로 일주일 동안 자료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료 페이지 resource page 를 저희 웹사이트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COVID-19 세계적 유행병을 감안할 때 정신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신체적
거리감이 외로움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Google Read & Write
모든 학생용 크롬북에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Google Read & Write 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쉬운 이 확장 프로그램은 Google 드라이브의 문서, 웹
페이지 및 일반 파일 형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Read & Write 는 학생들이 학습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다음과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지원됩니다:
●
●
●
●
●
●
●

단어와 전체 웹 페이지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
문서에 음성 녹음을 첨부하여 질문을 하거나 메모를 작성하거나 의견을 추가하기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표시되는 모든 텍스트의 언어 단순화
음성을 사용하여 텍스트 문서에 정보 입력 (speech-to-text)
화면의 텍스트를 음성으로 듣기 (text-to-speech)
문서 사용 중에 익숙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
그림 사전을 통한 단어 이해도 향상

학생들은 2020-21 학년도 전체 기간에 이 Read & Write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롬
툴바에 자주색 퍼즐 조각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가상 교육 위원회 미팅

10 월 12 일, 월요일
오후 3 시
회의 자료 Meeting Materials
중학교 통학 경계 변경 자문 위원회 미팅

10 월 15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BSD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방송 Livestreamed on BSD YouTube
일반 의견 제시 신청 Public Testimony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