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6 월 14 일

AVID 졸업생들, 축하합니다!
AVID 는 비버튼 교육구 모든 중, 고등학교 및 옵션 학교에서 제공되는 선택과목입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대학과 그 이후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을 졸업한 학생들을 축하합니다. AMA21NG Seniors of AVID
여름 학습 능력 감소(Summer Slide) 방지
많은 아동들은 여름철 동안에 그간 배운 것의 일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Summer
Slide"는 학교 수업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읽기 능력 및 기타 학업 능력의 감소를
말합니다. BSD 는 학생들이 여름 기간 동안 디지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Digital Summer
Resources webpage 를 만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erra Nova 학생들, 커뮤니티에 식량 제공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Terra Nova 학교 School of Science and Sustainability
학생과 교직원은 많은 채소를 재배하여 지역 사회에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이
흙을 손에 묻히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여기서 보십시오!
https://youtu.be/wVvAHoWd8IM
2021 학부모 설문 조사
5700 개가 넘는 2021 년 학부모 설문 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2019 년에
비해 40 %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시간을 내어 의견을 보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해 설문 조사에 답한 부모님의 76 %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년도에 집에서 학습하는 학생은 학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께서 자녀를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있게 될 때에도 여러분과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설문 조사에 대한 교육구 전체 결과는 여름 동안에 Research & Reports webpage 웹
페이지에 게시되고 학교 지도자에게 각 학교에 대한 결과와 의견을 보내게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뉴스레터는 2020-2021 학년도 BSD 마지막 뉴스레터입니다.
교육구는 가을에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다시 학교에서 맞이할 계획이므로 여름
동안에 교육구 전체에게 통신문을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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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채팅
비버튼 교육구는 SchoolMessenger 를 대신할 ParentSquare 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6 월 28 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3 분짜리 동영상 3-minute
video 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Facebook 채팅에 참여하십시오. 6 월 29 일 화요일 오후 6 시부터 7
시까지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실시간 영상 이벤트가 아니라 댓글을
통한 실시간 채팅입니다.
ParentSquare 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ParentSquare webpage 를 방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