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0 월 26 일
BSD 버스 정류장 학교 급식
급식 서비스 부서와 교통 부서가 BSD 가정들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https://youtu.be/3wYzsx6lB_A
보육비 보조금

워싱턴 카운티는 연방 CARES 법을 통해 부모/보호자들을 위한 보육비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비버튼 교육구는 약 240 만 달러에 달하는 이 보조금을 신청 자격이 있는 가정에 분배할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보육비를 지불하고 계시는 경우, 보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실 수
있는 돈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child-care-subsidy
가족 도움 & 학생의 독립성

학년도 동안, 학급 교사는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의 학업을 평가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수업을 효과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나 튜터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Seesaw, Canvas
및/또는 Zoom 에서 평가 및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녀가 답을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는 학습 과정의 일부입니다.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생산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기
기대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학습 과정 중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고 자녀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자녀들이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이 도움을 주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또한 교사가 이미 가르쳐준 기술을 연습하도록 자녀를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교사가 특히 실시간 수업 중에 피드백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실시간 수업 중에
자녀를 대신해 말하거나 공유할 답변을 제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학습 목표에 대해 학생의 능숙도에 독립적인 증거 없이는 교사가 성적표에 학생을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성적표에는 발달 정도 표시를 뒷받침할 충분한 독립적 증거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X (이번 학기에 평가되지 않음)로 표시됩니다.
학생들의 학업 발전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협력해 주시고 자녀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웅은 당신의 영웅을 만나기 원합니다.

올해 할로윈은 예년과 다를 것입니다. 이번 목요일에 여러분의 자녀가 할로윈 의상을 입고 다닐
예정이라면 BSD 급식 픽업 장소에 데려와 저희의 영웅들에게 인사하도록 하십시오! 급식 서비스
직원은 각 어린이에게 급식과 함께 특별히 대접할 것을 나눠 줄 것입니다. 올해 트릭 오어

트릿(trick-or-treat)을 할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약간의 즐거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참여는 선택 사항입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중 자원봉사

부모님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께서 저희 학교에서 기꺼이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포괄적 원격 학습 기간에는 학교 건물 내부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교사, 교직원 및 학생을 지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 volunteer management system 에
등록하여 신원 조회를 통과한 경우:
●
●

●

●

가상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성인 자원봉사자가 가상 소규모
회의실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가상 AVID 선택 수업에서 AVID eTutor 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또는 옵션 학교 중 한 곳에서 매주 학생이 주도하는 소그룹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온라인 양식 online form 을
작성하십시오. https://youtu.be/eS8mwMQEnQc
새 의복이나 중고 의복을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제공하는 교육구 Clothes Closet 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Johanna Shrout 씨께 다음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십시오:
Johanna_Shrout@beaverton.k12.or.us
야외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을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 경우 교직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조의 달

10 월은 제조의 달입니다. 힐스보로 상공회의소 Hillsboro Chamber 의 학교에서 직업으로
(School to Career) 프로그램은 워싱턴 카운티의 학생과 교육자에게 STEM 장학금과 상금으로
$5,000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https://hillsborochamberor.com
독감 예방 주사가 필요하십니까?

비버튼 학교 기반 보건 센터 Beaverton School-Based Health Center (SBHC)와 Merlo 학교 기반
보건 센터 Merlo School-Based Health Center (MSSBHC)는 비버튼 교육구 학생 및 가족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기반 보건 센터에서는 또한 아동 건강 검진, 스포츠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도 가능합니다. 개인과 가족을 위한 일반 상담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SBHC 치과 클리닉은 실란트, 클리닝 및 의사에게 소개 등을 합니다.
대부분의 민간 건강 보험과 오리건 주 건강 보험 (Oregon Health Plan, 줄여서 OHP)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소득에 따라 차등 수수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BHC 는 비버튼 고등학교 캠퍼스 본교 건물 바로 서쪽에 있는 흰색 1 층 건물에 있습니다. SW
2nd Street 와 SW Erickson Avenue 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건 센터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8 시부 터 오후 4 시 30 분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인 오후
12 시부터 12 시 30 분까지 휴무).
MSSBHC 는 수요일에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 클리닉은 Merlo Station 고등학교 캠퍼스에
있습니다.
예방 접종

오리건의 공립 및 사립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및 Head Start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과 학생은
주법에 따라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 바깥의 거의 모든 아동 보육 시설은 예방접종 또는
의료적, 비 의료적 면제서 non-medical exemption 를 요구합니다.
2021 년 2 월 17 일까지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아동은 요구되는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
학교에서 제외됩니다.
중요사항: 올해 온라인으로만 학교에 출석하더라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학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대면 학습이 가능해질 때 학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면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비버튼 교육구의 학생과 가족은 비버튼 학교 기반 보건 센터 Beaverton School-Based Health
Center 와 Merlo 학교 기반 보건 센터 Merlo School-Based Health Center 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Pre K-3 학년 CDL 연장
보건 지표로 인해, Pre K-3 학년의 포괄적 원격 학습이 2 월 4 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Read more...를 참고하십시오.
학부모 면담 취소

2020-21 학년도 학부모/보호자 면담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You Walked! You Rolled! You Won!
https://spark.adobe.com/video/ikuDNTl7XufGI
2020 년도 국제 걷기 + 다니기의 날 (International Walk+Roll Day 2020)에 1,734 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최다 참가자 학교는 Findley, Kinnaman 및 Sexton Mountain 초등학교
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들은 학교 도서관에 비치할 책 묶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넛케이스
헬멧을 받게 될 행운의 학생 18 명을 포함하여 100 명의 추첨 당첨자에게 안전 가방이
수여됩니다. 학교는 추첨에 당첨된 사람에게 곧 통보할 것입니다.

비버튼 학교 가는 안전한 길 (Beaverton Safe Routes to School) 프로그램은 올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걸어 다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Chetana 재단 프레지덴셜 자원봉사 서비스 상 수상자
Chetana Foundation 재단으로부터 프레지덴셜 자원봉사 서비스 상을 수상한 22 명의
학생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 학생들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총 2,200 시간 이상
봉사하였습니다.
금상: Manika Nunna, Srinidhi Gubba, Gauri Arora, Bhavika Buddi, Akhil Vemuri, Sahith
Chandra, Adithi Mahankali, Sai Harshith Kodali, Tejaswani Datla
은상: Anish Lagudu, Abhi Polavarapu
동상: Rishitha Chandra, Jayanth Thiruvoor, Aditya Sundar, Shishira Adusumilli, Janani
Maheswaran, Rhea Wagh, Mitali Choudary, Akhil Dhuthaluri, Sindhuja Muduganti, Keshav
Arora, Dhruti Kodali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가상 학교 위원회 미팅

10 월 26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회의 자료 Meeting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