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5 월 24 일
5 월 31 일 주간 중, 고등학교 하이브리드 학생 수업 일정 변경
다음 주에 6-12 학년 하이브리드 학생들의 수업 일정이 다소 변경됨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5 월 31 일,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 휴무일로 하이브리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날짜 패턴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5 월 31 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공휴일, 학교 휴무일
6 월 1 일, 화요일: 출석 그룹 1, A Day
6 월 2 일, 수요일: 출석 그룹 2, B Day
6 월 3 일, 목요일: 출석 그룹 1, B Day
6 월 4 일, 금요일: 출석 그룹 2, A Day
지역별 올해의 교사
지역별 오리건 올해의 교사 (Oregon Regional Teacher of the Year)에 선정된 Lori
Therrien 씨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Lori 씨는 Oak Hills 초등학교 특수 교육 교사입니다.
교직원들이 이 소식을 Lori 씨에게 알려줬을 때 반응을 이 비디오에서 보십시오!
https://youtu.be/AqKdDmY3YX4
교육 위원회 새 위원 환영
새 교육 위원회 잠정적 당선 위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새 위원들은 7 월 1 일에
선서를 합니다.
● 1 구역: Susan Greenberg
● 2 구역: Karen Perez-Da Silva
● 4 구역: Sunita Garg
● 5 구역: Ugonna Enyinnaya
그간의 성공적 캠페인을 축하하며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위원회 위원에서 물러나는 분들께는, 교육구 가정들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및 전문 지식으로 자원봉사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여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 Anne Bryant - 8 년간 봉사
● LeeAnn Larsen - 12 년간 봉사
● Donna Tyner - 8 년간 봉사
Bonny Slope 초등학교 고요함의 힘 가르치기

학교 상담 교사 인 Tiffany Rodgers 씨는 1 학년 학생들에게 감정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살펴보십시오. Take a peek.
오리건 P-EBT 승인
오리건주는 2020-21 학년도에 팬데믹 전자 지원금 이체 (P-EBT) 발행을 연방
정부로부터 허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리건에서 2020-21 학년도에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소급하여 식품 혜택을 주는 것이 승인되었습니다. P-EBT 발행은 7 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모든 학생과 아동 (1-18 세)은 급식 혜택 자격에 관계없이 6 월 30 일까지 계속해서 무료
급식을 받게 됩니다. 식품과 함께 P-EBT 현금을 받으려면 Pandemic EBT webpage 를
방문해 여러분 가정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6 월 30 일 이전 2020-21 학년도 무료
또는 할인 급식 수혜 자격이 P-EBT 혜택 지급이 시작될 때 수혜를 받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503-356-3957 로 전화 또는 NS-MealBenefits@beaverton.k12.or.us 로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ParentSquare – 곧 시작됨
비버튼 교육구는 학부모님들과 보다 나은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채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7 월 1 일부터, ParentSquare 라고 불리는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ParentSquare 는 SchoolMessenger 및
각 학교와 교사가 사용해 온 Remind 또는 Talking Points 와 같은 문자/메시지 앱을
대체합니다. ParentVUE, StudentVUE, Canvas 또는 Seesaw 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ParentSquare 로 행정 관리자, 교사, 직원 및 학부모는 안전한 방법으로 다음이
가능합니다:
● 원하는 언어로 교육구, 학교 및 학급 정보를 보내고 수신하기
● 사진 및 파일 공유
● 캘린더에 있는 항목 보기
● 학부모 교사 면담 날짜 신청
● 그리고 이외에 많은 것들을 모두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ParentSquare Parent Videos
Padres — Introducción a ParentSquare

교육구, 학교, 학년 및 학급 정보는 이메일 및/또는 문자로 여러분의 컴퓨터 및/또는
전화에 전송됩니다. 또는 무료 iOS 또는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ParentSquare 는 소셜 미디어 알림 게시와 유사하게 친숙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학생과 관련된 알림만 받습니다. 교육구 및 학교에서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의 메시지를 실시간 번역을 통해 양방향으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선택한 언어로 정보를 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7 월 1 일 본격적 사용 시작 전에는 이메일, 문자 또는 전화 수신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의 학생 정보 시스템에 있는 연락처 정보가 직접
ParentSquare 와 동기화될 것입니다. 앱 이용을 선호하시면, 7 월 1 일 이후에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시고 안내를 따르십시오.
ParentSquare 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다음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parentsquare
몇 주안에 보내드릴 정보를 기대해 주십시오.
Sexton Mountain 초등학교 하나의 학교 하나의 도서
하나의 학교 하나의 도서 (One School One Book ) 프로그램으로 Sexton Mountain
초등학교는 야외에 소원을 담은 나무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소원을 적어
나뭇가지에 묶어 놓습니다. 여기에서 시청하십시오. https://youtu.be/7qRuo0Vmmok
2021-22 킨더가든 등록 시작!
9 월 1 일 또는 그 이전에 만 오 (5)세가 되는 모든 아동은 인근 학교 킨더가든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가 온라인으로만 학습하기 원하면 FLEX Online School 이
적합합니다.
각 초등학교 킨더가든 오리엔테이션 행사에서 킨더가든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킨더가든 오리엔테이션 날짜와 시간은 Kindergarten Orientation
schedule 을 참조하십시오. 이번 봄에 인근 학교의 킨더가든 오픈 하우스를 놓친 경우
언제든지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FLEX 온라인 학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등록에 관해 FLEX Kindergarten web page 를
참조하십시오.
연례 학부모 설문 조사 참여 요망

잠시 시간을 내어 BSD 연례 학부모 설문 조사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표는
저희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환영받고 가치를 존중받고, 정보를 전달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1 연례 학부모 설문 조사 링크는 5 월 16 일 SchoolMessenger 를 통해
모든 학부모의 유효한 이메일 주소로 전송되었습니다. 설문 조사 참여 마감일은 6 월 2
일입니다.
Aloha 고등학교 9 학년 신입생 환영
지난주 Aloha 고등학교는 9 학년 신입생들을 드라이브 스루 행사로 환영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 다른 학생들과 서로 연결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https://youtu.be/JR9vTuzfl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