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2 월 7 일
겨울 방학 급식 신청

겨울 방학 기간인 12 월 21 일부터 1 월 1 일까지 1-18 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이
가능합니다. 겨울 방학 동안 급식을 받으려면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아침 5 회 식사와
점심 5 회분 식사가 담긴 급식 상자는 12 월 22 일과 12 월 29 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2
시 사이에 다음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Aloha, Beaverton, Southridge, Sunset, Westview

고등학교 및 Vose 초등학교. 반드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어도 급식 픽업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시려면 겨울 방학 급식 요청 양식 Winter Break Meal Request Form 을 12 월
11 일, 금요일 오후 9 시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급식이 필요한 아동 (1-18 세)의 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도서 및 기기를 반납해 주십시오.

연체되거나 분실된 도서관 도서가 10,600 권이 넘습니다. 또한 반납되어야 하는 교과서
및 기기 (현재 포괄적 원격 학습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가 2,200 개 이상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학생의 침대 아래나 학생의 백팩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물품들, 또는 분실한 경우 이에 부과된 벌금의 회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야만 학교가
향후 사용할 책과 기기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체되거나 분실된 품목들: 도서관 도서들, 작년 학년도 교과서, 학생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 발급받은 기기 (아이패드, 크롬북) 등을 찾아봐 주십시오. 받은 이메일
편지함도 찾아봐 주십시오. 학생이 반납하지 않은 품목이 표시되어 있는
noreply@intouchreceipting.com 또는 do-not-reply@nwresd.k12.or.us 에서 받은
이메일이 있는지 이메일 편지함도 찾아봐 주십시오.
그런 다음 해당 품목을 아무 BSD 학교에나 반납해 주십시오. 몇 가지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도착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

정규 학교 시간 동안 학교에 물품들을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저녁
시간에도 이들을 반납하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추가 반납 시간 및 방법은
학교 뉴스 레터를 참조하십시오.

● 도서관 도서 버스 정류장에 물품을 반납하십시오. 날짜와 시간은 다음 일정표
schedule and map 를 참조하십시오.

● 교육구 온라인 지불 시스템 Online Payment System 을 통해 분실 품목에 부과된
벌금을 지불하십시오.
이미 이들을 반납했거나 지난봄에 물품을 교실에 놓아둔 경우 이메일을 통해 학교
도서관 직원에게 연락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된 도서관 물품들을 최대 1 주일
동안 격리한 후 체크인해야 하므로 InTouch 계정에 부과된 벌금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품들을 학교에 반납하여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주어 사용하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SD HELP Center 비상용품 기부 행사
12 월 한 달 동안 비버튼 교육구 HELP Center Beaverton School District HELP
Center 는 겨울 방학 준비 비상용품 기부 행사를 실시합니다.
기부하실 수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Fred Meyer 에서 사용할 $25 선물권
● 세탁기 사용 시 필요한 25 센트 동전 묶음
● 세면용품:
○
큰 사이즈 샴푸
○
큰 사이즈 컨디셔너
○
큰 사이즈 치약
○
큰 사이즈 디오더런트
○
큰 사이즈 무향 비누
○
화장지
○
간이 수동 세탁 기구
○
소독 물티슈
○
기저귀 (모든 사이즈)
○
아기 물티슈
○
여성 위생용품 (냅킨 수요가 많음)
○
핸드 워머
● 식품:
○
생수
○
컵에 든 수프
○
인스턴트 오트밀
○
브랙퍼스트 바, 에너지 바, 그라놀라 바
○
크래커 & 치즈 스낵

크래커 & 피넛 버터 스낵
● 보호처가 없는 학생을 위한 비상용품:
○
새 슬리핑 백
○
새 양말
○
벙어리장갑/손장갑
○
모자
○
스카프
○

기부 물품을 가져오기 위한 날짜와 시간 예약은 Lisa Mentesana 씨에게 503-8197300 로 전화하시거나 Lisa_Mentesana@beaverton.k12.or.us 에 이메일로
연락하십시오.
새 중학교 이름을 짓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몇 년 동안 “임시학교”로 사용되어 온 Timberland 인근의 새로운 중학교가 2021 년
9 월에 영구 학교로 개교합니다. 교육구 정책 Policy FF 에 따라 교육구는 커뮤니티의
제안에 따라 최종 이름을 선택합니다. 학부모, 학생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은 교육
위원회에 학교 이름 제안 양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와 관련된 이름을
선호합니다. 교육 위원회 정책 School Board Policy FF 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름을 제안하기 원하시는 경우, New Middle School Name Suggestion Form 양식을
1 월 4 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2022 학년도 공개 등록 (Open Enrollment)
2021-22 학년도 공개 등록 (일부 학년에 결원이 생긴 특정 학교로 전학을 지원하는
절차) 지원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은 12 월 7 일, 월요일부터 1 월 22 일, 금요일 오후 2 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online 이나 각 학교 및 교육구 사무실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지원서는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로 전달됩니다.
Beaverton 고등학교와 Southridge 고등학교에는 각각 50 개의 오픈된 자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는 오픈된 자리가 없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느 학년을 공개
등록으로 충원할 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 등록 웹 페이지
Open Enrollment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학생 시험 보류

주지사의 "동결" 방침으로 인해 교육구에서 실시하는 시험(Summa/SAT/ACT)을 위한
모든 계획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보류됩니다.
Clothes Closet 방문 약속 정하기
학생에게 무료 새 옷 또는 상태가 좋은 중고 옷이 필요하십니까? 교육구에서 운영하는
Clothes Closet 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을 하시려면 Clothes Closet Appointments form 을 작성하시거나 503-356-4322 로
전화하십시오. 방문은 성인 1 명과 아동 4 명 또는 성인 2 명과 아동 8 명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방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제공합니다.
공통적 중학교 경험

2014 년에, 비버튼 교육구 모든 중학교가 공통적인 중학교 교과 과정 및 일관된 학과목
수업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를 평가하고 권장하는 실무팀이 소집되었습니다. 이를
공통적 중학교 경험 (Common Middle School Experience)이라고 칭했습니다.
교육구가 해결하려는 두 가지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제공되는 교과 과정은 교육구의 중학교마다 다릅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이 사는 곳이나 다니는 학교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학교에서 일관된 학과목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업 시간이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중학교 학생은 매일 85 분의 수학 수업을 하고
있고, 다른 중학교 학생은 57 분 수업을 합니다. 형평성 렌즈를 통해 볼 때 모든
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던 동일한 시간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rotting 교육감께서는 수개월 동안 교장 선생님들의 추천, 교사들의 의견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모든 BSD 중학교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시간표는 이 메시지 full message 를 참조하십시오.
이 새로운 시간표는 2021-22 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Grotting 교육감께서는 이 어려운 과정에 참여해 주신 수백 명께 감사의 뜻을
전하십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WE 우수 커뮤니티 파트너쉽 시상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티 참여 부서는 교육구 행정 관리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과
함께 가상 WE 시상식에서 2019-20 학년도 우수 파트너쉽 업적에 대해 상을
수여했습니다.
다음 몇 회에 걸쳐 우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모든 BSD 학생들에게 Youth
Access Card 를 제공하기 위해 워싱톤 카운티 도서관과 협력한 BSD 도서관 서비스의
업적을 시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수년에 걸쳐 만들어졌으며 모든 워싱턴 카운티
도서관과 비버튼 교육구의 여러 부서에서 60 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00 장의 카드가 배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휴교 기간 동안 이 카드는 BSD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youtu.be/5nMxWYKCnRY 를 참조하십시오.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가상 교육 위원회 실무 미팅

2020 년 12 월 14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회의 자료 Meeting Materials
장기적 시설 계획 가상 포커스 그룹 미팅

2020 년 12 월 15 일, 화요일
오후 6 시 30 분 – 8 시 30 분
이 세션은 실시간으로 송출되지 않지만 녹화해서 교육구 youtube channel 에
온라인으로 게시합니다.
겨울 방학 – 학교 수업 없음

12 월 21 일, 월요일 - 2021 년 1 월 1 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