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4 월 5 일
대면 하이브리드 모델로 등교하는 중, 고등학생의 하루 수업 일과
학생들이 학교 빌딩으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를 위해 이면에서 많은 계획과
준비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시작되면 중,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 학생들의
수업 일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비디오로 살펴보십시오.
https://youtu.be/3_7_mSUyqXc

중, 고등학교 하이브리드 시작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4 월 19 일: K-8 학교 6 학년 - 8 학년 학생
● 4 월 19 일: 중학교, Rachel Carson, ACE, CTP 학생
● 4 월 22 일: 옵션 학교 & 고등학교 학생

Pandemic Electronic Benefits Transfer (P-EBT)
P-EBT 는 오리건 주에서 무료 및 할인 가격의 아침과 점심 (급식 혜택) 수혜 자격이 있는
자녀 가족에게 제공되는 돈입니다.
모든 학생과 아동 (1-18 세)은 급식 혜택 자격에 관계없이 2021 년 6 월 30 일까지
계속해서 무료 급식을 받게 됩니다. 식품 이외에 P-EBT 지원금을 받기 원하시면
Pandemic EBT webpage 를 방문하셔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COVID-19 우려 사항 보고하기
Ready Schools Safe Learners 에 따르면 가족, 직원 및 지역 사회 구성원이 COVID-19
절차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익명으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어야만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
가족 및 직원이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COVID-19 Protocol Concern
Form 을 만들었습니다. 이 양식은 현재 사용 가능하며 교육구 및 학교 웹 사이트의
“Families” 및 “Staff” 드롭 다운 메뉴에 있습니다.
학교 수업일에 야외 학교 시설 문 닫음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 시간 동안 야외 학교 시설 (놀이터, 필드, 트랙 및 통행길)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보육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의
경우 야외 시설은 학교 수업이 있는 날 매일 최소 오후 6 시까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잔디밭과 경기장은 커뮤니티 사용에 대해 계속 폐쇄되어 있게 됩니다. 테니스 코트는
기존 계약에 따라 THPRD 구역 내 거주자들이 사용하도록 개방됩니다.

대면 학습 이후에는 놀이터, 필드, 트랙 및 통행길 등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위험 부담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학교 직원이 놀이터 장비를 소독하지 않습니다. 놀이터 방문객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스스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얼굴 가리개에 대한 주 지침을 따르십시오.
● 놀이터 방문 전후에 손을 씻으십시오.
● 자신의 가족 이외에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 손으로 만지게 되는 표면에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 나 물티슈를 가져

오십시오.
●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 감염자와 접촉한 적이 있으면 집에
계십시오. 기침, 발열, 숨가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우리 학교 음악 (Music In Our Schools) 프로그램: Southridge 와 Sunset 고등학교
합창단
지난달은 우리 학교 음악의 달 (MIOSM) 이었습니다. MIOSM 은 음악 교사가 음악
프로그램을 커뮤니티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학교 음악 프로그램이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에게 주는 햬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BSD 음악 수업이 현재 가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다음 비디오로 살펴보십시오.
SRHS Band
https://youtu.be/74GoyRpcjXE
Sunset Choir
https://youtu.be/p1RWgTrMPgQ

THPRD 여름 등록 5 월 1 일 시작
여름 레크리에이션 일정을 계획하시려면 4 월 12 일을 달력에 표시해 놓으시고 THPRD’s
website 를 방문하십시오. 청소년을 위한 여름 수업 및 캠프에 대한 정보가 4 월 12 일에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Tualatin Hills Park & Recreation District 의 여름 캠프, 프로그램,
수업 및 활동 등록은 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5 월 1 일 오전 8 시에 시작됩니다. 구역
외 거주자 등록은 5 월 3 일에 시작됩니다.
등록 방법은?
● 온라인 등록을 권장합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등록 방법은 www.thprd.org 를
통해서 입니다.
● THPRD 시설 중 한 곳을 직접 방문: 5 월 1 일, 토요일부터, 추가 도움이 필요한
THPRD 구역 내 거주자들은 개방 시설에서 직접 방문 등록이 허용됩니다.

● 전화 등록: 503-439-9400 으로 전화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등록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Centro de Bienvenida 확대: THPRD 는 언어 지원을 위해 특별 등록
지원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스페인어 사용 고객을 위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과 자원 봉사자가 있습니다. 또한 아랍어, 페르시아어, 소말리아어 등 더
많은 언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가로 언어 지원이 필요한 모든
비영어권 사용자는 5 월 1 일 토요일 오전 7 시 30 분부터 오후 12 시까지 15707 SW
Walker Rd 에 있는 THPRD 의 Howard M. Terpenning Complex 에서 열리는 이 등록
행사에 참석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