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 - 2021 년 3 월 8 일
중, 고등학생 하이브리드/CDL 설문조사
저희는 모든 중, 고등학생 및 옵션 학교 학생들에게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을 통해
학교로 돌아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작일은 잠정적으로 네 번째 쿼터 첫날인
4 월 19 일입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학생들은 2 일은 학교 캠퍼스에서, 3 일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모든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이 남은 학년도 동안 CDL 에
남아 있을 것인지, 또는 안전해지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할 것인지 선택해 주셔야만
합니다.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작된 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K-8 중학교(Aloha-Huber Park, Raleigh Hills and Springville) 6-8 학년 학생들의 모델은
다릅니다. K-8 중학교 학생들은 일반 중학교와 같은 일정을 따르지 않고 초등학교
일정을 따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하이브리드 학습을 선택하는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세션에 배정됩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않는 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선택하신 것을 알려주시려면, 저희 Return to In-Person Instruction webpage 웹 페이지로
가셔서 설명된 지침대로 따르십시오.
모든 결정은 3 월 15 일까지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선택 사항을 표시하지 않으실 경우,
학생은 자동적으로 CDL 에 남아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웹페이지 FAQ 를 참고하시거나 이 비디오
video 를 시청하십시오.
커뮤니티 Q&A 세션
교육구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2 회에 걸쳐 Q&A 세션을 개최합니다:
·
·

중학교: 3 월 10 일, 수요일 오후 7 시-8 시
고등학교/옵션 학교: 3 월 11 일, 목요일 오후 7 시-8 시

Q&A 세션은 라이브가 아니고, 학교 복귀에 관한 질의응답을 녹화하여 저희 웹 페이지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여 3 월 15 일 마감일 전에 가정에서 시청하시고 결정하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도록 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 가운데 5 명의 학부모/보호자 참가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다른 4 명의 참가자로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학부모님이
초대됩니다. 학생도 한 명 초대됩니다. 보다 심도 있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 그룹은 소수 인원으로 이뤄집니다.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면 3 월 8 일까지 Return
to In-Person Instruction Community Q&A Form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초등학교 하이브리드/CDL 설문조사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초등학교 설문 조사 결과는 대략 각 각 절반씩으로
나뉘어, CDL 을 선택한 학생이 50 %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학생이 50 %로
나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모든 학생들은 오전 세션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및 금요일에 학교에 등교합니다. 수요일은 현재 CDL 처럼 비동기식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CDL 을 선택한 모든 학생들은 오전에 집에서 비동기식(asynchronously)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오후 세션에,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교사와 실시간 온라인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및 금요일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수요일은 현재 CDL 처럼 비동기식 온라인으로 학습합니다.
이 모델로 할 경우 대다수의 초등학생은 현재 교사와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학년을 마칠
때까지 학생-교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자주 묻는 질문 FAQ 을 읽으시거나 이 비디오 video 를
시청하십시오
스포츠 관중
COVID-19 와의 싸움에 있어 상황이 진전을 보임에 따라 워싱턴 카운티 보건 안전 기준이
최소한 2 주 동안은 중간 위험 범주 (moderate-risk)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범주로 지정될
경우 오리건 보건국 (OHA)은 운동 경기에 다음과 같은 숫자로 최대 관중을 허용합니다:
● 스타디움 필드 + 관중석 최대 - 150 명
● 지정 필드 면적 최대 인원 – 150 명
● 밀폐된 체육관 최대 인원 – 수용인원 50% (일 인당 125 평방피트) 또는 100 명, 둘
중 적은 쪽
최대 인원은 관중 외에 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필요한 행정 감독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감안할 때, BSD 고등학교에 참석하는 관중의 수는 장소와
스포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Sunset 고등학교의 대표팀 축구 경기에는 65-70
명의 참가자 (선수, 코치, 트레이너 및 행정 감독자)가 참여하므로 80-85 개의 티켓이
대표팀 선수의 가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unset 의 대표팀 풋볼 경기에는 더
많은 선수가 참여합니다. 따라서 더 적은 수의 티켓 (0 개가 될 수도 있음)이 관중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참고: 워싱턴 카운티가 향후 언제라도 고위험 (high-risk) 수준으로 돌아가고 OHA 지침이
제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으면 BSD 는 모든 행사에서 관중을 허용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구 전체적으로 경기 장소 및 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티켓 발부 절차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교 스포츠 감독이나 스포츠 선수의 코치가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반 지침이 적용됩니다:
● 홈 팀 가족만 티켓 구입이 허용됩니다. 각 학교가 할당하는 숫자는 행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팀 규모와 지원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들은 관람객으로
입장하려면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2 학년 스포츠 선수의 가족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의 형제자매가 아닌 이상 시합 주최 학교의 학생은 관람을
위해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시합에 방문 관람객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마스크는 항상 코와 입에 착용해야 합니다.
● 가족 그룹은 행사장에서 6 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컨세션 스탠드에서 스낵이나 음료 등은 판매되지 않습니다.
● 대회 시작 15 분 보다 일찍 도착해서는 안됩니다. 각 콘테스트 직후 모든 관중은
즉시, 가급적이면 5 분 이내에 경기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학생 선수들이 경기장과 체육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사이드라인에서 그들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 학년도 계획
2021-22 학년도에는 올해와 동일한 형식으로 포괄적 원격 학습 (CDL)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학습을 계속하고자 하는 가정의 학생은 교육구 FLEX
Online School 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주에서 규정한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모든 BSD 학교는 내년
학년도에 하이브리드 모델로 시작합니다. 이번 학년도의 여러 하이브리드 모델 중 어떤
것이 잘되었는지 평가한 후 교육구 행정 담당자들은 다음 학년도에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을 실시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 주에서 규정한 보건 및 안전 프로토콜이

변경되는 경우, 새 학년도 BSD 학교는 "정규" 모델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코호트를
만드는 것과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규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CCAR
비버튼 교육구와 Southridge 고등학교는 3 월 10 일 수요일 오후 4 시부터 6 시 30 분까지
제 2 회 연례 커뮤니티 차원의 인종에 관한 대화를 개최합니다. 이 가상 이벤트는 BSD

학생들의 환영 인사로 시작되어, 커뮤니티 파트너, BSD 직원, Lacey Beaty 비버튼 시
시장, 비버튼 시 직원, 자원 봉사자 및 BSD 학생들이 주최하는 2 개의 소규모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인종, 형평성 및 사회 정의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35 개 이상의 세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기조연설은 교육구 전체 고등학생들
간의 원탁 대화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행사의 목표는 지역 사회 파트너, 학부모,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개인의 인종에
관한 이해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깊이 있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에 대한 정보와 등록 방법은 www.beaverton.k12.or.us/ccar 에 있습니다.
비버튼 교육 위원회 후보자 모집-3 월 15 일 제출 마감
2021 년 5 월 18 일에 유권자들은 4 년 임기인 비버튼 교육위원회 위원 4 명을
선출합니다. 후보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3 월 18 일 오후 5 시에 워싱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 Washington County Elections Office 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권자 팜플렛 후보
성명서 제출 마감일은 3 월 22 일 오후 5 시입니다. (이 날짜 소인은 불가)
지원 가능한 직책:
● Zone 1 – 현재 Susan Greenberg 자리
● Zone 2 – 현재 Anne Bryan 자리
● Zone 4 – 현재 Donna Tyner 자리
Zone 5 - 현재 LeeAnn Larsen 자리
현재 Zone 4 는 후보자가 없습니다.
교육 위원회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구역 지도를 보시려면 교육 위원회 웹
페이지 School Board webpage 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zone map 에서 거주하고 계신
구역을 확인하십시오.
특별 구역 선거 제출 양식 및 지침은 Washington County website 에 있습니다. 후보자는
또한 힐스보로에 있는 Washington County Elections Office, Suite 170, 2925 NE Aloclek
Drive 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질문 전화번호는 503-846-5800 입니다.
비 교사직 직원 감사 주간: Kryssalyn Bayne 씨 소개
Kryssalyn Bayne 씨는 사람들이 교육구 사무실에 도착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이며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비 교사직 감사
주간을 맞이하여 교육구 사무실의 새 안내원 Kryssalyn Bayne 씨를 소개합니다.
https://youtu.be/Crs6deWBnoA

SRTS 2021 Walk + Roll 미술 대회 우승자 발표
비버튼 Safe Routes to School (SRTS) 2021 Walk + Roll Art Contest 우승자로 선정된
Findley 초등학교의 Claire Chou 학생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Claire 는 상품으로 새
자전거와 헬멧을 받았습니다.
참여한 276 명의 BSD 학생 예술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비버튼 SRTS 는 또한 대상
수상을 지원 한 비버튼 자전거 자문위원회의 9 명의 커뮤니티 심사 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Budget 101 회의
March 3 월 8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 9 시
가상 Budget 101 회의에 참석하여 최신 예산 정보, 예산에 대한 중대한 영향 및 예산
위원회 절차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회의 정보는 교육구 연간 예산 웹페이지
District Annual Budget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가상 교육 위원회 회의
3 월 15 일, 월요일
오후 6 시
회의 정보 Meeting Information
봄 방학 – 학교 문 닫음
3 월 22 일- 26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