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1 월 2 일
McKay 초등학교 PTO 가 책상을 디자인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영상입니다.
https://youtu.be/goz8eK4XUlc

WE 우수 커뮤니티 파트너쉽 시상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참여 (Communications & Community Involvement) 부서는
교육구 행정 관리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2019-20 학년도 우수 파트너쉽에
상을 수여하는 가상 WE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각 우승자를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은 Nancy Ryles 초등학교와 PTO
그린 팀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https://youtu.be/ltszOiKc_3s
보육비 보조금 신청 기간 시작

지난주에 알려드린 대로, 워싱턴 카운티는 연방 CARES 법을 통해
부모님/보호자님들께 보육비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비버튼
교육구는 약 240 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 자격이 있는 가정에게 분배할 것입니다.
본인 부담 보육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실 기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https://www.beaverton.k12.or.us/child-care-subsidy

인터넷에 접속하실 수 없는 경우, 학교 또는 교육구 사무실 (16550 SW Merlo Drive,
Beaverton)에서 종이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503-793-0408 로 전화하시거나 child-care-

subsidy@beaverton.k12.or.us 로 이메일 하십시오. 번역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다중언어 부서 (Multilingual Department) 503-356-3755 로 전화하십시오.
이 보조금은 전액 소진될 때까지 분배됩니다. 일찍 신청하실수록 좋습니다.
학습 옵션 (Learning Options) 가상 오픈 하우스

11 월 6 일, 금요일, ACMA, BASE, ISB 및 Rachel Carson 과 같은 옵션 학교에 대한
오픈 하우스 정보 비디오가 각 학교 웹 사이트에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심있는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Raleigh Hills 와 Springville 의 경우 K-8 모델의 단계적 폐지로 인해 올해 오픈 하우스가
없습니다. 7 학년 또는 8 학년에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면 학교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자세한 정보와 중요한 날짜는 학습 옵션 웹 페이지를 Learning Options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중학교 통학 경계 변경 (MSBA) 자문 위원회 권장 사항

10 월 29 일, 목요일, Don Grotting 교육감님께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로부터 중학교
통학 경계 변경안을 청취하였습니다. (https://youtu.be/fRNwp9P1pNg) 교육감님께서는
MSBA 자문위원회의 결과 및 권장 사항을 검토하고 11 월 6 일, 금요일에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11 월 30 일 일 교육 위원회에 자신의 결정을 고려해 줄
것을 알릴 예정입니다. 교육 위원회는 교육구 정책 JC Policy JC 에 따라 12 월 14 일에
최종 승인을 내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어려운 작업에 봉사와 헌신을 한 MSBA 자문 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또한 이 절차 전반에 참여해 주신 커뮤니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학교 가는 안전한 길(Safe Routes to School) – 올 가을 안전 보행 주의 사항

11 월 1 일, 일요일부터 일광 절약 시간 (Daylight Savings)이 종료되어 더 일찍
어두워집니다. 낮 시간이 짧아지면 모든 도로 사용자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한 몇 가지 권고 사항입니다:
● 걷거나 산책할 때 밝은 야광 옷을 입으십시오.
● 운전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볼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차량 앞을 건너기
전에 눈을 마주치십시오.
● 특히 길을 건너는 동안 눈과 귀로 살피십시오..
●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조명과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법규입니다.
● 운전 시 또는 자전거를 탈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어둡고 비가 올 때는 속도를
줄이십시오. 교차로, 횡단보도 (표시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모두), 자전거 차선
및 학교 구역에서 도보 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운전하면서 문자를 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교육 위원회 실무 미팅

2020 년 11 월 16 일
오후 6 시 30 분
회의 자료 Meeting Materials
이 교육 위원회 미팅은 여름 커뮤니티 설문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학교내 경찰관인
School Resource Officers (SROs)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전념 할 것입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의견이 변경되었거나 공유할 추가 정보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공해 주십시오
일반 대중 의견 접수는 11 월 12 일, 목요일 오후 12 시부터 11 월 16 일, 월요일 오후 12
시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