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2 월 1 일
흑인 역사의 달

1976 년부터 2 월은 흑인 역사의 달로 지정되었습니다. 나라를 형성하고 건설했지만
역사적으로 학교 교과서와 커리큘럼에서 종종 무시되어 왔던 흑인 미국인들의 중요한
업적과 공헌을 강조하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달은 또한 우리 교직원,
학생 및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발생했던 불의, 견뎌온 투쟁, 흑인 커뮤니티가 이룩해온
승리를 기억하여 모두가 우리에게 제공되어 종종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기본
시민권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비버튼 교육구의 흑인 역사의 달은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잠시 멈추고, 반성하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실에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시기와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었던 시기를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달은 우리가 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평등을 진정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육자들이 학생들을 배려하고 솔직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과거와 현재 시간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가르침으로써, 흑인 역사의 달 동안뿐 아니라 일 년 내내
흑인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Don Grotting, 비버튼 교육구 교육감
Carina 의 베이커리
Carina Comer 씨는 비버튼에서 성공적인 비건 베이커리를 소유한 지역 기업가입니다.
그녀는 시력 손상을 포함하여 그녀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극복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그녀의 삶의 속도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Carina 씨가 BSD 마케팅
프로그램 학생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비건 아이스크림 가게를 위한 사업 계획을 개발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Re9q8Y_M_Ps
무료 & 할인 가격 급식 – 오늘 신청하십시오!

이제 온라인으로 무료 및 할인 가격 급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안전하고 개인
정보가 보호됩니다. 신청은 SchoolCafe.com 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 모두에게 무료 아침과 점심이 제공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Meal Benefits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학생이 무료 또는 할인 가격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학교 서비스에 납부하게 되는
요금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무료 급식을
지원하실 때 공유 허가서 (Permission to Share Form)도 반드시 작성하셔서, 귀하의
정보를 다른 학교 프로그램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혜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스포츠 참가 비용 면제
● 행사 참가비 면제
● 의료, 치과, 안과 케어
● 컴캐스트 인터넷 프로그램 (Comcast Internet Essentials)
● Tualatin Hills Park & Recreation District 비용 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시면 급식 혜택 코디네이터 Laurie Bishop 씨에게
503-356-3957 로 문의하십시오.
2020-21 학년도 주 전체 시험 30 일 전 통지
학생 평가 권리 법안에 따라, 오리건 교육부 (ODE) 및 오리건주의 교육구는 주 전체에서
실시하는 시험 시작 30 일 전에, 가정에 주 전체 시험 통지 및 시험 참가 제외 요청 양식
Notice of Statewide Tests and Opt-out Form 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올해, 학교들은 진행 중인 COVID-19 전염병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 조치로 ODE 는 미 교육부에 영어 (ELA) 및 수학 시험을
일시적으로 중지 ("면제"라고도 함)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과학 시험도 일시적 중지를
요청하지만 과학 시험에는 이 참가 제외 요청 (opt-out)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면제 요청이 승인되면 주 전체의 ELA 및 수학 시험이 올해 실시되지 않으며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에 참가 제외 요청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면제 요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테스트 창은 2021 년 3 월 4 일에 열립니다.
ODE 는 교육구에 정기적으로 이 면제에 관한 뉴스를 업데이트해 줄 것입니다.
CTE - Career Technical Education(직업 기술 교육)
CTE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열정을 수입과 이상적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높은 수준의 엄격하고 실제 관련성이 있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Grads
Talking Shop"의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BSD 제조 프로그램 졸업생인 Tanner Scott 의
눈을 통해 제조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하며, Westview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교통편은 제공됩니다.

https://youtu.be/t9EzGnw3CLo
CTE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된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cte
STEM Bites 웹사이트
오리건 지역 STEM 허브가 함께 모여 주 전역의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실습 과학 및
엔지니어링 학습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실습 과학은 원격 학습 중에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bite”는 집이나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로 가정에 이미 가지고 있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STEM Bites 는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2, 3-4 및 5-6). 컬렉션에는 환경 탐사,
엔지니어링 과제, 과학 조사, 관찰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Bites 가 2021 년 동안 매월
웹 사이트에 추가됩니다.
학생과 함께 하나의 Bite 또는 모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