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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하이브리드 수업에서 초등학생의 하루
학생들이 학교 건물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를 위해 이면에서 많은 계획과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작되면 초등학생의 수업일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https://youtu.be/IEQDHz4eHD8
중, 고등학교 하이브리드 설문조사 마감일 –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모든 중, 고등학교, 옵션 학교 및 K-8 (6-8 학년만 해당) 학교
가정은 학생이 포괄적 원격 학습 (CDL)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지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작일은 잠정적으로 4 월
19 일(중학교)과 4 월 22 일(옵션 학교 및 고등학교) 입니다. 이를 결정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학생은 나머지 학년도 동안 자동적으로 CDL 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미 선택 사항을 ParentVUE 를 통해 제출하셨으면 이 알림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학생들이 하게 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어떤 모습인지 전체 그림을 보시려면 이 비디오
(English, Spanish and Somali)를 시청하십시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FAQ 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하신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려면: webpage for Return to In-Person Instruction 로
가셔서 설명된 지침대로 따라주십시오. 모든 결정은 3 월 15 일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Remedy City
원격 학습 동안 Remedy City 교회는 Springville K-8 학생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파트너십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이 비디오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s://youtu.be/bX30RjqbNl0
교육구 학년도 캘린더 변경
하이브리드 수업 시작을 준비함에 있어, 그리고 교사 협의회 (BEA)와의 협의에 따라, 교사들은
3 일 동안 교사 연수 및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Rachel Carso and Capital Center Programs CTP and ACE 포함) 교사
연수일은 3 월 29 일, 30 일, 31 일입니다. 학생들은 이날 포괄적 원격 학습 (CDL) 수업이
없습니다. 4 월 1 일과 2 일에, 학생들은 CDL 로 돌아옵니다.
●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 교사 연수일은 4 월 19 일, 20 일, 21 일입니다. 중,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 학생들은 4 월 19 일, 20 일, 21 일에 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4 월 22 일에,
학생들은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 또는 CDL 로 교사들과 풀 데이로 동시 수업을 합니다.

•

FLEX 온라인 학교는 3 월 29-31 일과 4 월 19-21 일에 정상 수업을 합니다.

예방 접종 업데이트
아동들은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학교에 돌아오기 전에 업데이트된 예방 접종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을 맞지 않았으면 학생들은 이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까지 어떤 경우든 (하이브리드, 운동 경기 및 학교 행사 참여 불가) 캠퍼스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생의 가족은 자신들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 외에 Beaverton School-Based
Health Center 및 Merlo School-Based Health Center 에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Library Book Bus – 서비스 종료일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을 위해 스쿨버스 서비스를 재개해야 함에 따라 Library Book
Bus 는 중단합니다. 서비스 종료일은 3 월 17 일 입니다. 학생들이 도서관 책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협력할 것입니다.
비버튼 시 공공 안전 센터 광장 명칭 공모!
비버튼 시 공공 안전 센터에 새로이 만들어진 야외 공공 광장 이름 공모에 커뮤니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광장에는 예술가 Blessing Hancock 씨가 최근에 설치한 공공
예술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름에 관한 아이디어는 www.BeavertonOregon.gov/PSCPlaza 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503-526-2543 으로 전화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안을 환영하며
비버튼 거주자 (고인 또는 살아있는 사람), 건물이 위치한 원주민 땅을 기리는 부족 이름
또는 일반적인 이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이름의 내용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함께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출 마감일은 3 월 31 일, 수요일입니다.
자원 봉사자 위원회는 제출된 이름 중 3 ~ 5 개 이름을 선택해 6 월에 시의회에
제출합니다. 8 월에 공개 행사 (가상, 대면 또는 둘 다)를 개최하여 선택된 이름과 광장에
공공 예술 조각품 설치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BeavertonOregon.gov/PSCPlaza 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