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1 월 16 일
WE 우수 커뮤니티 파트너쉽 시상
오늘, 저희는 Southridge 고등학교를 우승자로 시상합니다. 이 학교는 다음의 커뮤니티 파트너
도움으로 400 명 이상의 커뮤니티 회원을 모아 "인종에 관한 커뮤니티 대화"라는 이벤트를
주도한 공로로 상을 받았습니다: Black Parent Union, the City of Beaverton’s Diversity Advisory
Board, Jewish Federation of Oregon, REAP, THPRD, Western States Center 및 World Affairs
Council of Oregon. 이 행사는 BIPOC (흑인, 원주민, 유색 인종) 학생들의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youtu.be/97xIZFkTUZU
감염 감지

COVID-19 팬데믹 동안 BASE 의 학생들이 실시간 학습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참조하십시오.
https://youtu.be/RhGhSfiku_I
악천후 정보

악천후로 인해 교육구 시설이 폐쇄되더라도,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서는 모든 수업과 학교
일정이 제시간에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 CDL 에서는 "스노우 데이” 즉 눈으로 인해 학교 일정이
바뀌는 날이 없습니다.
교육구 시설이 폐쇄될 경우에는, 제한적 대면 학습 (Limited In-Person Instruction, 줄여서
LIPI)을 포함한 모든 현장 수업/프로그램이 취소됩니다. 주간 및 야간 활동/행사도 모두
취소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Inclement Weather Information webpage
Grotting 교육감, 중학교 출석 경계 결정 발표
Grotting 교육감께서는 새로운 중학교 출석 경계 지도에 대한 MSBA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정
없이 수락했습니다. 또한, Grotting 교육감께서는 2021-22 학년도에 8 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2020-21 학년도에 다녔던 중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SBA 자문
위원회의 권고를 수락했습니다.
또한 Grotting 교육감께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다음 두 가지 프로그램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
●

Rachel Carson 환경 과학 중학교는 Five Oaks 중학교에서 Cedar Park 중학교로 장소가
이전됩니다.
SUMMA 프로그램은 기존의 Meadow Park, Stoller 및 Whitford 중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Timberland 지역 중학교로 확장될 것입니다.

예상되는 등록 학생 수를 포함한 전체 보고서를 보시려면 중학교 출석 경계 변경 웹 페이지
Middle School Boundary Adjustment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제한적 대면 학습 & 하이브리드 모델에 관한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비버튼 교육구는 제한적 대면 학습 (LIPI) 및 하이브리드 모델 실시 가능성에 대한 커뮤니티 설문

조사에서 14,700 개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설문 조사는 교육구 전체 가정에 발송되었으며 8
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부모님/보호자께 자녀 당 하나의 설문 조사를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여기 View the results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 옵션 가상 오픈 하우스
6-12 학년인 비버튼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적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학습 옵션을 알아볼 기회를
갖습니다. 학생들은 이웃 학교를 선택하거나 학습 옵션 프로그램 (Learning Option Program) -Arts & Communication Magnet Academy (ACMA), Beaverton Academy of Science &
Engineering (BASE), International School of Beaverton (ISB), Rachel Carson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또는 여러 고등학교 직업 기술 프로그램 (CTE) 중 한 곳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습 옵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알아보신 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상 오픈하우스 attend one
or more of the virtual open houses 에 참석하십시오.
지원서는 12 월 11 일 오후 4 시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날짜, 마감일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습 옵션 웹 페이지 Learning Options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2020 년 가을 채권 (Bond) 뉴스레터
비버튼 유권자들은 2014 년 5 월에 6 억 8 천만 달러 자본 채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채권에서
조성된 자금은 학교 보수, 수용 인원을 늘리고, 과밀 학급을 완화하고, 시설을 현대화 및
개조하고, 안전을 개선하고, 8 년 이상 오래된 학습 테크놀로지 및 커리큘럼 및 장비를 교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20 년 가을 채권 뉴스 레터 Fall 2020 Bond Newsletter 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많은 프로젝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rt Lit 소개 지역 예술가
Art Lit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지역 예술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https://youtu.be/COYL1jXYEdo
BSD 학생들, 전국 홈리스 인지 주간을 위한 지역 캠페인 조직
Beaverton, Mountainside 및 Southridge 고등학교의 Club Hope 학생들은 가정 부재 상황의 BSD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11 월 16 일부터 20 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들을 파악하고, 연락하고,
이들을 위한 봉사 활동, 기부 활동을 하는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Club Hope 학생들은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 계획:
• 월요일
지역 보호소에 거주하는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는 카드를 만들기. 카드를 BHS, MHS

•

또는 SRHS 에 일주일 기간 동안 전달하기.
화요일
Club Hope 게시물을 공유하고 이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

•
•

•

수요일

오후 1 시 30 분부터 2 시 30 분까지 담요 함께 만들기. Zoom 을 통해 담요를 HELP
Center 와 Club Hope 에 기부하기. 기증된 담요와 기타 용품은 매우 소중합니다.
목요일
푸드 스탬프 다이어트를 통해 SNAP 도전에 참여하기.
금요일
PlaySpent poverty simulation 에 참여하여 홈리스에 대해 가족 및 친구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또한 이전에 Second Home 를 경험한 Savina Zuniga 의 경험담 testimony
듣기.
매일
Club Hope BHS, MHS 또는 SRHS 에 식품 기부하기.

질문이 있으신가요? bhs.clubhope@gmail.com 또는 mountainsideclubhope@gmail.com 또는
srhs.clubhope@gmail.com Club Hope 로 연락하십시오.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교육 위원회 실무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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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월 25 일, 수요일 - 11 월 27 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