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3 월 22 일
학습 모델 선택 – 하이브리드 또는 CDL 학년별 분류

교육구 가정 모두 이제 학생들의 학습 모델로 하이브리드 또는 CDL 둘 중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위의 도표는 학년별로 분류한 숫자입니다. (CDL 은 포괄적 원격 학습을
의미하고 IPH 는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을 의미합니다. No Choice 는 교육구에 처음 온
학생으로 아직 결정하지 않은 학생을 나타냅니다.)
더 자세히 각 학교별 숫자를 확인하시려면 Return to In-Person Instruction website 를
참조하십시오.
Whitford 퓨처케이드
Whitford 테크놀로지 담당 교사 Tyler Smith 씨는 학생들과 함께 자신들 만의 비디오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MakeCode Arcade 라는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독특한 물체와 함께 독창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명의 Whitford 학생들이 이
비디오 게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수업이 왜 재미있었는지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비디오로 보십시오. https://youtu.be/0uixkse6DEY
봄철 급식 서비스 정보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이 곧 시작됩니다. 급식 서비스 (Nutrition Services) 부서는
하이브리드 및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모든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을 계속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미 농무부 (USDA)는 나머지
학년도 동안 모든 아동 (1-18 세)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면제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4 월 5 일부터 스쿨버스 노선을 통해 제공되던 급식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하이브리드 기간에는 다음과 같이 급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

하이브리드 학생들은 집에 가져갈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이 포함된 백에 담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화요일에는 2 일분의 식사가 집으로 보내집니다.

중학교 학생
● 하이브리드 학생들은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날 학교에서 무료로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집에서 학습하는 날을 커버하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이 포함된
백에 담긴 무료 급식을 대면 수업이 끝날 때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 학생
● 하이브리드 학생들은 대면 수업에 참석하는 날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집에서 학습하는 날을 커버하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 간식이 포함된
백에 담긴 무료 급식을 대면 수업이 끝날 때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CDL 및 FLEX 온라인 학교 학생
● 모든 포괄적 원격 학습 (CDL) 학생, FLEX 온라인 학교 학생 및 비버튼 교육구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부터 오후 12 시까지 백에 담긴 무료
5 일분 식사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식사가 담긴 백에는 아침 5 회분, 점심 5 회분, 저녁 간식 5 회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녁 간식은 만 4 세 이상의 어린이에게만 제공됩니다.
● 백에 담긴 급식 신청 양식 Meal Bag Registration Form 을 통해 이러한 식사를
픽업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등록할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 백에 담긴 급식을 픽업하기 위해 아동이 함께 올 필요가 없습니다.
● 백에 담긴 급식을 픽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백에 담긴 5 일분 급식에 등록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ww.beaverton.k12.or.us/meals
Clothes for Kids 예약 가능
학생에게 무료 의복이 필요하면 Clothes for Kids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면
예약이 필요합니다. Clothes for Kids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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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하시려면 Clothes for Kids Appointment form 을 작성하시거나 503-356-4322 로
전화하십시오. 방문은 성인 1 명과 어린이 4 명 또는 성인 2 명과 어린이 8 명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방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소지하지 않은 경우
저희가 제공합니다.

저희는 Clothes for Kids 자원 봉사자도 찾고 있습니다. Johanna Shrout 씨에게
johanna_shrout@beaverton.k12.or.us 로 문의하십시오.
스포츠 관중에 대한 업데이트
오리건 학교 활동 위원회 (Oregon School Activities Association, 줄여서 OSAA)는 스포츠 경기
관중을 위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 스탠드에 있는 관중의 수는 이제 필드의 선수, 코치 및 트레이너 숫자와 별개로
간주됩니다.
●
●

관중은 운동 참가자와 별도의 출입구, 화장실이 있는 지정된 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이
구역은 스포츠 활동이 있는 곳에서 최소 6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안면 가리개 착용 요구 사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이것이 BSD 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각 고등학교는 현재 그룹별로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와 화장실 (간이 화장실 포함)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 각 스포츠 시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예를 들어, 관중, 필드 선수
및 코치, 치어 리더 및 밴드 멤버 등을 말합니다. 장소와 스포츠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이
다릅니다.
● 현재, 고등학교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방문 관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고등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관중 (선수의 형제
자매 제외)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지만, 학생 관중을 위한 스포츠 경기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들은 향후 각 학교 커뮤니티에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할 것입니다. 경기장 스탠드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교 음악의 달: Stephanie Palmer
올해, 우리 학교 음악의 달 (Music in Our Schools Month)은 음악의 사회적 정서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음악 교사가 집에서 뮤직 키트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포괄적 원격 학습 중에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을 비디오로 보십시오.
https://youtu.be/bNOlrIDoKyk

2021 년 학교 복귀 – 가는 경로 계획하기
대면 학습으로 학교 복귀를 준비하는 동안 비버튼 학교 가는 안전한 길 (Beaverton Safe
Routes to School)은 안전하게 학교 가는 길을 위한 방법을 탐색하도록 여러분을 저희
웹사이트로 초대합니다. 저희는 걷기, 다니기, 버스 타기에 대한 안전 수칙과 권장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초등학교에 도착과 출발시 요령을 지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도보, 버스 및 자동차로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이 학교 캠퍼스에
도착하고 떠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저희 학생들의 안전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beaverton.k12.or.us/safe-routes 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