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6 월 7 일
여름 동안에 계속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6 월 14 일자 BSD 주간 뉴스레터는 2020-2021 학년도 마지막 호입니다. 교육구는
가을에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다시 학교에서 맞이할 계획이므로 여름 동안에 교육구
전체에게 통신문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ParentSquare 를 통해 통신문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ParentSquare 에 등록되고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교육구 웹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중요한 정보를 게시할 것입니다. 최신 소식을
받으시려면 여름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
BSD 주간 뉴스레터는 8 월 2 일 월요일에 다시 시작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십시오!
ParentSquare
교육구, 학생의 학교 또는 교사로부터 어떻게 메시지를 받기 원하시나요? 문자, 이메일
또는 앱 알림 중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ParentSquare 를 사용하면 메시지를 받는
방법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호하는 언어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은 6 월 28 일에 사용을 시작합니다. ParentSquare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저희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parentsquare
학교 사무실 여름 근무 시간
6 월 21 일부터 학교 사무실이 여름 근무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중, 고등학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 시부터 오후 2 시까지 사무실 문을 엽니다. 초등학교
시간은 학교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웹 사이트를 확인하십시오.
Center Street 에 있는 ACMA
지난 2 년 동안 Arts & Communication Magnet Academy 의 학생과 교직원은 Tumwater
중학교를 임시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학년도에 새 건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동안 교장
선생님 Bjorn Paige 씨는 학교의 독특한 특징 중 일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https://youtu.be/ShYC9ta9cj4

형평성 ABAR 메시지
지난해 동안, 각 기관들은 지속되고 있는 암묵적 편견과 시스템적 인종주의에 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재평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비버튼 교육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학생과 유색 인종 직원에게 해가 되고 불평등한 관행을 알아내고 바꾸는 것은 저희의
책임입니다.
진정으로 반 인종 차별주의적 교육구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저희가
보다 공평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관행을 위해 이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입니다. 학생, 교직원 및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저희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nPoint 올해의 교육자 상
Sato 초등학교 킨더가든 교사 Aarti Kamalahasan 씨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Aarti 씨는
OnPoint 커뮤니티 크레디트 유니온 올해의 K-5 교육자상 최종 우승자 입니다. Aarti 는
$5,000 상금과 함께 학교는 $1,500 의 자료 및 물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Aarti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Learn more about Aarti.
Whitford 중학교 수학 교사 Travis Rooke-Ley 씨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Travis 는 OnPoint
커뮤니티 크레디트 유니온 올해의 중학교 교육자상 수상자입니다. Travis 에게는 1 년
동안 임대료나 모기지가 지불되고 학교는 $2,500 자료 및 물품을 받게 됩니다. Travis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Learn more about Travis.
Southridge 고등학교 사회 교사 Addie Lyden 씨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Addie 씨는
커뮤니티 크레디트 유니온 올해의 고등학교 교육자상 수상자입니다. 역시 1 년 동안
모기지 또는 임대료가 지불됩니다. 또한 그가 재직하는 학교는 $ 2,500 어치 자료 및 물품
기부를 받게 됩니다. Addie 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Learn more about Addie.
BSD 을 잘 대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Chehalem 초등학교 야외 교실
Eco-School Network 에서 제공하는 야외 교실 키트 덕분에 Chehalem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야외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십시오.
https://youtu.be/g22WMVKVkIE

Every Kid Outdoors
4 학년 (및 2021 년 8 월까지 현재 5 학년 and current 5th graders through August 2021)
학생 가족 여러분, 1 년 동안 수백 개의 국립 공원, 토지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국립 공원 Every Kid Outdoors 프로그램
National Park Service Every Kid Outdoors program 을 통해 미국의 경이로운 자연과
유적지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패스를 받아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십시오!

"Take Your Shot, Oregon" 오리건 백신 접종 캠페인
지난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오리건 주 주민을 대상으로 "Take
Your Shot, Oregon"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2 세에서 17 세 사이의 오리건 주민은 5
개의 $100,000 오리건 대학 세이빙스 플랜 장학금 중 하나를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18 세 이상의 오리건 주민은 100 만 달러 상금, 또는 오리건 36 개 각 카운티 우승자에게
주는 $10,000 상금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추첨일까지 COVID-19 백신을 1 회 이상 맞은 모든 오리건 주민들 중 당첨자를 뽑습니다.
추첨은 6 월 28 일에 진행되며 이름은 그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백신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추가할 수 있는 기한은 6 월 27 일 자정입니다.
오리건 복권국 (Oregon Lottery)의 도움으로 오리건 보건국 (OHA)는 카테고리 별로
당첨자의 이름을 뽑을 것입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오리건 복권국과 공유되지 않으며
당첨된 사람은 환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ovidvaccine.oregon.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독서 프로그램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지역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 (Summer
Reading Program)이 6 월 1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Reading Colors Your
World 입니다. 각 프로그램에는 무료 책 증정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은 위치에 따라
약간 씩 다릅니다:
● Beaverton 시 도서관:
○ Kids
○ Teens
● Cedar Mill & Bethany 커뮤니티 도서관:
○ Kids
○ Teens
● Aloha 커뮤니티 도서관:
○ Kids
○ Teens
● Garden Home 커뮤니티 도서관:
○ All ages
● West Slope 도서관:
○ All ages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12 학년 종료일
6 월 10 일, 목요일
학년 마지막 수업일
6 월 18 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