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1 월 14 일

Stoller 베이킹 클럽
원격 학습 중에 서로 연대를 이루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Stoller 중학교 "베이킹 클럽"에
관한 영상입니다: https://youtu.be/rIELfHJeOHo
인터넷 연결 업데이트
https://youtu.be/jEPZi_cs-RU

2020 년 3 월에 학생과 교직원이 원격 학습을 추진해야 했을 때 학습을 위한 기기 및
인터넷 연결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비버튼 커뮤니티가 교육구를 위해
2014 채권 법안을 통과시켜주신 덕분에 모든 학생들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
(크롬북, 아이패드)를 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구의 많은 학생과 가정에게
학습을 지원하는 인터넷 연결이나 충분한 인터넷 데이터 전송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교직원, 사업체, 커뮤니티 그룹 및 종교 기관 파트너는 모든 BSD 학생들이 포괄적 원격
학습이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Read
more…
예방 접종 미비 시 학교에서 제외되는 날짜 - 2 월 17 일

오리건의 공립 및 사립학교, 프리스쿨, 아동 보육 시설 및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과 학생은 주법에 따라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 이외에, 대부분의 아동 보육
시설들은 예방 접종을 마치거나 의료적 또는 비의료적 non-medical exemption 면제를
요구합니다.
2021 년 2 월 17 일까지 미비된 예방 접종이 있는 아동은 예방 접종이 업데이트될 때까지
학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포괄적 원격 학습 기간 동안에, 학생 명단에는 포함되나,
예방 접종을 마칠게 될 때까지 어떤 이유로든 학교 캠퍼스에 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제한적 대면 활동, 하이브리드 학습, 대면 학습, 운동 경기,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음).
아동이 최근에 받은 예방 접종 정보를 저희에게 제공해 주시면 대면 수업이 가능해질 때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버튼 교육구의 학생 및 가족은 자신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외에 Beaverton SchoolBased Health Center 와 Merlo School-Based Health Center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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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카운티 COVID-19 자료

워싱턴 카운티 공중 보건부는 COVID-19 웹 사이트에 정보와 자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Protect Your Household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페이지에는 아픈 증상이 있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가족을 위한 짧은 비디오가 있습니다. 테스트 위치와 테스트를

받은 후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가 있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co.washington.or.us/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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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에는 오리건 푸드 뱅크(Oregon Foof Bank)를 2020 WE 올해의 비영리 파트너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부터 식품에 대한 불안이 우리 지역
사회의 진정한 관심사였는데, 3 월부터 오리건 푸드 뱅크는 노력을 배가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매주 700 개의 식품 상자를 제공했습니다. 오리건 푸드 뱅크는 또한
기아와의 싸움에서 저희 교육구의 두 학교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https://youtu.be/q5kKqcK_w9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