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2 월 21 일
지역 은퇴자, BSD 학생들 위한 책상 제작

포괄적 원격 학습 기간에 BSD 학생들에게 나무로 책상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지역 은퇴자 Ron Holmgre 씨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XIgvQBSOMKM
WE Thank You (교육구 감사 인사)!
이번 시즌에 기프트 카드, 식사, 따뜻한 옷, 코트, 신발 및 장난감 등으로 BSD 학생과
가정들을 지원해 주신 많은 지역 사회 및 종교 기관 파트너에게 감사드립니다:
Assistance League of Greater Portland, Beaverton Christian Church, Beaverton
Foursquare Church, Beaverton Rotary, CIDA Architecture, JCPenney, Jesuit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Knights of Columbus, Neighborhood Walmart at Murray Hill,
Pilgrim Lutheran Church, St. Vincent de Paul at St. Vincent Catholic Church, Sunset
Presbyterian Church, Sunshine Division 및 THPRD.
커뮤니티 자원 기금 Community Resource Fund 에 기부해 주신 BSD 교직원 및 커뮤니티
구성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기부해 주신 기금은 학교 카운슬러와 소셜 워커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확인하여 기프트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모금과 캠페인을 통해 합해서 1,300 가정 이상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최신 정보

워싱턴 카운티 및 멀트노마 카운티 건강 관련 지료를 고려할 때, 현재 Pre-K 부터 3
학년까지의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은 가장 이르게 예측하더라도, 2 월 8 일, 월요일
이전에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2 월 8 일에 시작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측정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브리드 모델은 2 월 8 일 이전에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임 라인을
감안할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3 월 이전에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소규모의
특정 학생 그룹 (예: 특수 교육, 영어 학습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제한적 대면 학습에 있어서도, 가장 이르게 예측하더라도, 2 월 8 일 이전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그리고 첫 학기가 끝날
때까지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참여를 계획하시도록 이 날짜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학년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것은 단지 이 순간에 최선의 생각을 나타낼 뿐입니다.

주지사께서 또는 오리건 교육부가 요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체 메시지 full message 를 참조하십시오.
학교 놀이터 및 오픈 필드 이용

학교 놀이터와 오픈 필드는 커뮤니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정들은 방과 시간 동안이나
방과 후에 놀이터와 오픈 필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합니다.
인조 잔디로 된 운동장과 경기장은 커뮤니티에게 폐쇄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고등학교
경기장 내부의 트랙은 폐쇄되어 있지만 일반인은 Sunset 고등학교 트랙 및 여러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는 기존 계약에 따라 THPRD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 보육 시설이 있는 학교의 놀이터와 오픈 필드는 학교 시간 동안에는 커뮤니티에게
폐쇄됩니다. 저녁과 주말에는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상 보육 시설이 있는
학교에는 Cooper Mountain, Findley, McKinley 및 Sexton Mountain 초등학교가
포함됩니다. 이 학교 목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놀이터 장비는 학교 직원이 소독하지 않습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건강 및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얼굴 가리개에 대한 주 지침을 따르십시오.
● 놀이터 방문 전후에 손을 씻으십시오.
● 자신의 가족 이외 외부 사람들로부터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손이 닿는 표면에 사용할 손 소독제 나 물티슈를 가져오십시오.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지난 14 일 동안 COVID-19 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적이

있으면 집에 계십시오. 증상은 기침, 발열, 숨가쁨 등을 포함합니다.

WE 커뮤니티 파트너쉽 시상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참여 부서는 교육구 행정 관리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과 함께
가상 WE 시상식에서 2019-20 학년도의 뛰어난 파트너쉽 업적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Timbers & Thorns Football Club 은 2020 WE Award 비즈니스 파트너 올해의
수상자입니다. 이 클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구에 참여했습니다. Stand Together

Week 동안 자원 봉사자들은 기념 정원을 지었습니다. 이 클럽은 지난 3 월 COVID 가
닥쳤을 때 식품을 나눠줄 5000 개 이상의 백을 기증했으며, 자원 봉사자들은 여름 동안
가정에 식품 상자를 나눠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팀 마스코트인 Timber Joey 는 또한
Rose City Readers 의 홍보 대사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xxmso8RXDo
교육 위원회, 중학교 출석 경계 승인

교육감께서 추천한 중학교 출석 경계 지도안에 교육 위원회는 투표를 실시해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중학교 출석 경계 지도 new middle school boundary map 는 교육
위원회에서 발표한 목표와 Board Policy JC 에 포함된 요소를 따르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Timberland 인근에 위치한 새로운 중학교의 출석 경계를 만들고 Stoller 중학교의
등록을 수용 가능 정원의 약 90 %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새 중학교 이름을 제안하려면 1 월 4 일, 월요일까지 새 중학교 이름 제안 양식 New
Middle School Name Suggestion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OMSI, 겨울 방학을 위한 과학 키트 제공
STEAM Week 기념으로, OMSI 는 Barnes 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150 개의 Steam
키트를 기부했습니다. 이 키트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의 여러 다른 방면에 각각
중점을 둔 것들입니다. 각 키트에는 가정에서 과학 프로젝트를 제작하기 위한 미술용품,
활동 설명서 및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https://youtu.be/uZXjyxZlX-8
학교로 가는 안전한 길 (Safe Routes to School) 미술 경연대회

K-5 학년 BSD 학생은 제 2 회 연례 Walk + Roll K-5 미술 경연 대회 참가가 권장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우리가 걸어 다니고 싶은 곳(Places We Love to Walk + Roll)"입니다.
참가 마감일은 1 월 29 일입니다. 대상 상품은 Washco Bikes 에서 제공하는 새
자전거입니다. 경연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eaverton.k12.or.us/safe-routes 을
참조하십시오.
TVF&R Safety 첫 뉴스레터
Tualatin Valley Fire & Rescue (TVF & R)는 관할 커뮤니티에 새로운 방식으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Safety First Newsletter 를 방문하여 기사 및
온라인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그곳에 있는 화재 탈출 계획 경연대회 Escape Planning
Contest 에서 재미있는 화재 안전 수업을 원격 학습에 접목시키실 수 있습니다. 가정

화재 탈출 계획을 만들고 실행해서 온 가족을 위한 피자 저녁 식사와 원격 축하 행사에
우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