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1 월 9 일
WE 우수 커뮤니티 파트너쉽 시상
오늘, 마지막 두 초등학교를 우승자로 시상합니다:
Fir Grove 초등학교가 PTO 및 필그림 루터란 교회와의 협력으로 2020 WE 파트너쉽
상을 수상했습니다. COVID-19 팬더믹이 닥쳤을 때, 이 학교 PTO 와 교회는 기금을
모금해 그로서리 선물권을 사서 이를 급식 픽업할 때나 가정에 음식을 배달하면서
가정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https://youtu.be/u_YWwcCB-Xs
Elmonica 초등학교가 빅 브라더/빅 시스터와의 협력으로 2020 WE 파트너쉽 상을
수상했습니다. 학교의 벽을 넘어서 (Beyond School Walls)라고 불리는 이 프로그램에는
나이키 직원 몇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https://youtu.be/68hgFrAEsc8
올해 학부모-교사 면담이 없는 이유는?

올해는 포괄적 원격 수업 (CDL) 실시로 교육구 일정표가 조정되었고 학습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구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면담을 위해
이틀간 학교 수업을 하지 않는 날로 책정하는 대신 이날을 수업일로 정했습니다.
면담이 없는 대신, 교사와 학부모가 정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학교 일정에 매주
학생-학부모 연결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비 동반 학생을 도울 자원 봉사자 모집

학부모의 보호가 일관되게 존재하지 않는, 즉 가정 부재 학생을 비 동반(unaccompanied)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2019-20 학년도에 오리건에는 3,700 명의 비 동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중 비버튼 학생은 331 명 입니다.
이 학생들은 특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들은 안정된 주거
장소뿐만 아니라 학교 원격 수업에 연결될 수 있는 장소를 필요합니다. 제 2 의 가정
Second Home 은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에게 장기 주거지를 제공하여 고등학교 수업에
집중하여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목표와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2
가정은 현재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가정을 제공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올해
학생을 호스팅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경우, 신청서 Home Provider Application 를 작성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 2 가정 프로그램 디렉터
Jenny Pratt Hale 씨에게 jpratt@emoregon.org 로 이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스포츠 재개

비버튼 교육구에서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는 지난 3 월 COVID19 으로 제한이 시작된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는 오늘부터 스포츠 훈련 및
컨디셔닝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각 스포츠 정규 시즌 동안
최종팀에 들어가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훈련과
컨디셔닝을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팀들은 현재 다른 학교 팀과 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치는 이 세션을 반드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치에
따라서 이를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발표된 전체 내용 full announcement 을 참고하십시오.

전국 학교 심리학 주간

이번 주는 전국 학교 심리학 주간으로, 학교 내 심리학자 및 다른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주간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희망, 성장,
회복력 및 새로워짐에 초점을 맞춘 "가능성의 힘"입니다. 학교 내 심리학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과 가정들에게 중요한 직책입니다. 자녀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학교 내
심리학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교육구 행사

재향군인의 날 (Veterans Day) – 학교 수업 없음

11 월 11 일, 수요일
성적 산출일 (Grading Day) – 학교 수업 없음

11 월 13 일, 금요일
교육 위원회 실무 미팅

2020 년 11 월 16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회의 자료 Meeting Materials

이 교육 위원회 미팅은 여름 커뮤니티 설문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학교 내 경찰관인
School Resource Officers (SROs)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 전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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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