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0 월 5 일

Nancy Ryles 비디오
Nancy Ryles K-2 학생들이 아침 식사와 책으로 아침을 보내는 영상입니다.
https://youtu.be/4rRi1imCPVQ
수요일 일정 업데이트

이번 주에 교육구의 학생 수업 일정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10 월 7
일 수요일에 교사와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동기식 학습을 합니다, 이 날은 독자적으로
학습하는 비동기식 수업일이 아닙니다. 10 월 9 일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시도록 알려드리자면, 실시간으로 동기식 수업을 하게 되는 수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20 일, 2 월 17 일, 6 월 2 일
2021-2022 풀타임 학습 옵션 추첨 및 입학 정보
6-12 학년 비버튼 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적 필요에 가장 적합한 학습 옵션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웃에 있는 일반 학교를 선택하거나 학습
옵션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은 제공됩니다.
학습 옵션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고 한 곳 이상의 가상 오픈 하우스에
참석하십시오.
2021-2022 학년도 지원서 Applications 는 10 월 19 일부터 가능합니다:
● 현재 BSD 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 ID 번호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원자는 비버튼 교육구 경계 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현재 비버튼 교육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거주 학생 (예 : 홈 스쿨 또는 사립학교
학생)은 온라인 또는 10 월 19 일부터 학교 사무실에서 있는 종이 지원서 paper
application 를 작성해야 합니다.
●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지원자는 종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지원서에 하나의 학습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선택을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Raleigh Hills 와 Springville 은 7 학년과 8 학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2 월 11 일 오후 4:00 이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날짜, 마감일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습 옵션 웹 페이지 Learning
Options webpage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새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원하십니까?

학생이 올해 다른 학교로 전학했나요? 가상으로 자원봉사를 하려면,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계정에 다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추가할 학교 이름(들)
● 삭제할 학교 이름(들)
또는 더 이상 자원봉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메일을 보내 시스템에서 인적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식품 상자

저희는 다시 업무를 시작합니다! USDA 를 통한 보조금 덕분에 10 월 7 일(수요일)부터
수요일마다 BSD 세 곳에서 더 많은 무료 식품 상자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loha 고등학교: 오전 11 시 – 오후 1 시 (또는 모든 상자가 배부될 때까지)
Beaverton 고등학교: 오후 12 시 - 오후 1 시
Southridge 고등학교: 오후 12 시 – 오후 1 시
상자는 각 44 파운드씩이 될 것이며 상자에는 신선한 농산물, 유제품 및 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상자를 가져가는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추가 무료 식품 상자 정보는 Community Resources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BSD 예산 위원회 자원 봉사자
비버튼 교육구 예산 위원회에 두 개의 공석이 생겨 다양한 후보 대상군에서 지원자를
찾습니다. 이 직책은 교육 위원회 Zone 1 과 Zone 2 입니다. 예산 위원회는 11 월과 6 월
사이에 저녁에 열리는 공개회의에서 업무를 가집니다. 위원회는 교육구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권고합니다. 그런 다음 예산을 승인하고 6 월 말까지 채택을 하도록
교육 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예산위원회 신청서 웹 페이지를 Budget Committee Application
webpage 를 방문하십시오.

WCCLS 의 원격 교육 자료
학생의 원격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고 계시나요? 워싱턴 카운티 공동 도서관
서비스 (WCCLS)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BSD 학생들은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액세스 카드 (Youth
Access Card)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입생과 킨더가든 학생은 이번 가을에 카드를 받게
됩니다.) 청소년 액세스 카드를 통해 학생들은 한 번에 다섯 권의 책이나 오디오 서적을
대출할 수 있고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eavertonlibrary.org/479/Youth-Access-Card
● 사물 도서관: 비버튼 시립 도서관과 Cedar Mill 커뮤니티 도서관에는 수학 게임,
로봇 공학, 코딩 키트 및 레고를 포함하여 학습 향상을 위해 STEM 항목을
포함하여 사물 도서관 (Library of Things) 컬렉션이 있습니다.
● 묶음으로 된 책: 다양한 읽기 수준과 관심사를 위해 설계된 비버튼 시립 도서관 및
Cedar Mill 커뮤니티 도서관의 읽기 수준별 묶음으로 된 책 (Book Bundles)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 가상 이벤트 : 주간 스토리 타임을 포함한 가상 이벤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도서 및 전자 오디오북: 학생들은 Sora 를 사용하여 WCCLS 컬렉션에서
제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숙제 도움: 실시간 온라인 숙제 도움 (Homowork Help)은 매일 오후 1 시부터 오후
10 시까지 제공됩니다. Brainfuse HelpNow 를 통해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Brainfuse 는 시험 준비 및 작문/리서치 도움도 제공합니다.
● 텀블북스: Tumblebooks 로 애니메이션 책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 언어 앱 망고: 언어 학습 앱인 Mango 로 70 개 언어 중 선택해 배울 수 있습니다.
● 컴퓨터 랩: 비버튼 시립 도서관에는 컴퓨터 사용이 컴퓨터 랩 (Computer Lab)이
있습니다. 웹 사이트나 전화로 가능한 사용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2020 국제 걷기 + 이웃 어디든 가기 날
비버튼 학생, 가정 및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10 월 7 일에 열리는 국제 걷기 +
어디든 가기 날 (International Walk + Roll to Anywhere Day)에 참여하십시오. 전 세계의
학생과 가정들이 자신들의 동네에서 참여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반짝이는 팔찌, 신발끈,
깜박이는 안전등, 자전거 헬멧과 같이 안전한 걷기에 필요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학교는 추첨으로 학교 도서관용 Safe-Routes-to-School
묶음으로 된 책을 상품으로 받습니다.
이 여행에 참여하는 각 사람 정보를 이 Google form 에 작성하십시오. BSD 학생들은
상품 응모를 위해 이름과 ID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Facebook

(@BeavertonSafeRoutes) 또는 Instagram (@beavertonsaferoutes)에 #BSDtogether
해시 태그로 걷기, 자전거 타기, 스쿠터나 스케이트 타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사인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공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