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2 월 8 일

WE 흑인 역사의 달 기념 - Cecily Capistran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Meadow Park 중학교 과학 교사 Cecily Capistran 씨는
자신이 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도록 영감을 준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https://youtu.be/OPht1hxss3k
예방 접종 미비 시 학교에서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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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이외에 아동을 돌보는
대부분의 시설에 학생의 등록을 유지하려면 예방 접종을 마치거나 의료적 또는 비
의료적 면제서 non-medical exemption 를 요구합니다.
2021 년 2 월 17 일까지 예방 접종이 미비된 아동은 예방 접종을 마치고 업데이트할
때까지 학교에서 배제됩니다. 포괄적 원격 학습 기간 동안에, 이 학생들은 업데이트된
예방 접종이 있을 때까지 어떤 이유로든 캠퍼스에 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예: 제한적 대면 교육 안됨, 하이브리드 안됨, 운동 경기 안됨, 또는 학교
행사 참여 안됨).
업데이트된 예방 접종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대면 학습이 가능해질 때 학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면 학습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버튼 교육구의 학생과 가족은 자신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외에 Beaverton SchoolBased Health Center 및 Merlo School-Based Health Center 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BSD, 전기 버스 두 대 제공 받음
BSD 가 오리건 주 최초로 두 대의 전기 스쿨 버스를 제공받은 교육구가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Portland General Electric 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교육구가 어떻게 파트너로
선정되었는지, 전기 스쿨버스의 환경상 이점 및 건강상의 이점과 어떻게 장기적으로
교육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https://youtu.be/j2RL3g5jluo
초등학교 성적 및 보고서에 관한 최신 정보
올해의 초등학교 중간 성적 보고서는 약간 다릅니다. 올해 저희는 학년말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능숙도로 나타내던 관행을 잠시 중단합니다. 이번 중간 성적 보고서에는
능숙도에 따라 표시해오던 1-4 점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각 섹션은 학기 동안

어떤 목표를 가르쳤는지 표시하고, 다른 표시는 하나는 CDL 동안 수집된 증거에 따라
학생의 학습 발달 상황을 반영합니다. 행동, 언어와 말하기와 듣기 부문은 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번에 변경된 학기말 성적 보고서는 저희가 어떻게 형평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까지 해오던 초등학생 평가 방식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지만, 완전한 대면 교육으로 돌아가게 되면 초등학교에서 능숙도에
기반한 성적 보고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Clothes for Kids 방문 약속 가능
학생에게 무료 의복이 필요하면 Clothes for Kids 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Clothes for Kids 의 업데이트된 동계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오전 9 시 30 분-오후 3 시, 수요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및 목요일 오전
9 시 30 분-오후 3 시
방문 일정을 스케줄 하시려면 Clothes for Kids Appointment form 을 작성하시거나 503356-4322 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방문은 아동 4 명에 성인 1 명 또는 아동 8 명에 성인 2
명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방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마스크가 없으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Clothes for Kids 는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희망하시면 Johanna Shrout 씨에게
johanna_shrout@beaverton.k12.or.us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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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ha CTE 건축 프로그램 졸업생인 Bailey
Aisea 의 눈을 통해 건축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BSD 는 이 건축 프로그램을
Mountainside 와 Aloha 고등학교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은 다른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그넷” 건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Merlo Station 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편이 제공됩니다.
https://youtu.be/uq9srsH591w
CTE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업데이트된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cte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공휴일 – 학교 수업 없음
2 월 15 일, 월요일
동기식 (Synchronous) 수업일
2 월 17 일, 수요일
교육구 위원회 가상 회의
2 월 22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회의 정보 Meeting Information
교직원 연수일- 학교 수업 없음
2 월 24 일,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