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4 월 19 일
교육감님 메시지: 내년 학년도 계획
4 월 5 일에, 저희는 가장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서 맞이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학교에 처음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4 월 8 일에는, 연이어 3-5 학년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전 프로토콜을 잘 지키는 가운데, 다시 학습에 참여하고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는 일을 충실히 잘 해냈습니다. 미소와 웃음과 기쁨의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중,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 온 것은 대면 하이브리드 학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었지만, 2021-2022 학년도가 곧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희는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계획하려
하지만 궁극적으로 COVID-19 사례 수가 바뀌면 오리건 교육부 (ODE)와 오리건 보건국
(OHA)가 변경하는 Ready School Safe Learners 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백신 배포가 확대됨에 따라, 비버튼 교육구는 가을에 모든 학년 수준의 학생들을
학교로 오도록 하여 하루 종일 대면 수업을 받도록 하려고 의도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학교로
보내 대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가정은 변동 없이 지속되는 원격 학습
옵션인 FLEX Online School 에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3 개월이 힘든 기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이라 생각한 행동 방침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때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기간은 경험하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은 한 가지는 비버튼 교육구의 직원들과
학부모님들의 열정적인 헌신입니다. 저희 모두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는
학업 외에도 사회적, 정서적 건강에 깊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학생들과 비버튼 교육구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on Grotting
비버튼 교육구 교육감

William Walker 센소리 상자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와 자신들의 물품을 다른 학생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는 촉각 및 운동
능력을 학습하는 특수 교육 학급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버튼 교육 재단 (Beaverton
Education Foundation)이 William Walker 초등학교 교실에 각자가 사용하는 만지고 감각을 느끼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센소리 상자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 이 비디오에서 보십시오.
https://youtu.be/cD8_3p7Dms8
오리건 주 시험
팬데믹으로 인해, 오리건 교육부 (Oregon Department of Education)는 이번 봄 오리건 주 시험을
면제해 줄 것을 미 연방 교육부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그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기금 지원을 유지하려면, 비버튼 교육구는 오리건
주 시험을 실시해야만 합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께서는 학생이 시험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학생이 대면 학습 시간을 최대한 갖도록 하고, 포괄적 원격 학습 (CDL) 및 FLEX
온라인 학교 학생들이 시험이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구는 5 월과 6 월의 수요일
(비동기식 학습일에만)에 시험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FLEX 온라인 학교 학생들은 교육구 Central
Administration Center (16550 SW Merlo Rd.)에서 시험을 봅니다. 교통편은 다니는 학교에서 1
마일 (초등학생) 또는 1.5 마일 (중, 고등학생) 이상 떨어진 거리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스쿨버스가
제공됩니다. FLEX 온라인 학교 학생은 직접 스스로 교통편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학생을 시험에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 앙식 this form 을
작성해 알려 주십시오.
CSPAN 의 StudentCam 전국 비디오 다큐멘터리 대회
Sunset 및 Lincoln 고등학교 학생인 Alan Zhou 와 Kyler Wang 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이 학생들은
CSPAN 의 StudentCam 전국 비디오 다큐멘터리 대회에서 2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분열과 당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Finding Common Ground"라는 작품으로 1,500 달러를
받게됩니다.
여기서 감상하십시오: https://www.viddler.com/v/a14f1111
Clothes for Kids
지난 8 월 24 일 오픈 이래 3 월 30 일까지 Clothes for Kids 를 방문한 사람은 1,867 명이었습니다.
2020 년 같은 기간 동안과 거의 동일한 방문 횟수입니다. 헌신적이고 충실한 자원 봉사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특히 들어오는 기부 물품을 분류하기 위해 자원 봉사자의 도움이 계속 필요합니다.
Johanna Shrout 씨에게 johanna_shrout@beaverton.k12.or.us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ke & Fatal 행사 개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치명적인 펜타닐로 만든 가짜 약을 구매할 때의 위험성에 대한 커뮤니티
대화인 "Fake & Fatal" 가 모든 중, 고등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이 추세는 작년에 한 명 이상의 BSD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가상
이벤트는 4 월 29 일 목요일 오후 7 시에 열립니다. 교육구의 Facebook 페이지 또는 YouTube
채널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 외에도 지난 12 월에 아들 Cal 을
펜타닐 약물로 잃은 Cedar Park 와 Sunset 의 학부모 Jennifer 와 Jon Epstein 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워싱턴 카운티 공중 보건국, 워싱턴 카운티 셰리프 부서 및 비버튼 경찰국과 협력하여
개최됩니다.
교육 위원회 후보자 포럼
커뮤니케이션 및 커뮤니티 참여 부서는 4 월 28 일 수요일 오후 7 시에 후보자 포럼을 개최합니다.
2021 년 5 월 선거에 교육 위원회 위원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y 2021
School Board Election webpage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교육위원회 후보자에게 질문을 제출하려면 4 월 26 일 월요일 오후 5 시까지 Candidate Forum
Questions Form 을 작성해 주십시오.
COVID-19 Dashboard
투명한 정보 제공 노력의 일환으로 비버튼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양성 또는 양성 추정
COVID-19 보고 사례에 대한 데이터 data on reported positive or presumed positive COVID-19
cases 를 저희 웹사이트 COVID-19 Dashboard (알림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오리건 보건 당국에서 수집해 매주 COVID-19 Reporting Report 에 게시하는 자료입니다. 사례
보고 기간은 전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잠정적인
숫자이며 추가 테스트 결과가 접수되고 공중 보건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디오: Mountainside Leadership
4 월 19 일부터 23 일까지는 전국 학생 리더십 주간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 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것은 학생 리더들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됨에 따라 Mountainside 고등학교 학생 리더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학생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계획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https://youtu.be/qysgu9juFQ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