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0 년 10 월 19 일

BSD 북 버스
BSD 북 버스 (BSD Book Bus)가 여러분의 이웃으로 갑니다!
https://youtu.be/ph0yX1wZS0c
12 학년을 위한 가상 대학 정보 주간: 10 월 22-29 일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 기간에, 12 학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오리건 주 및
오리건 주 외 공립 및 사립 대학, PCC 및 예술 대학 입학 절차에 대한 설명을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부모님들은 또한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무료 연방 학자금
신청서), ORSAA (Oregon Student Aid Application, 오리건 학자금 지원 신청) 및
장학금에 관한 세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 제공 이벤트는 12 학년
학생 가정의 고등학교 이후 계획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beaverton.k12.or.us/SCIW 를 참조하십시오.
급식 서비스 부서에 감사
https://youtu.be/a68s6Q4m_Yw
급식 서비스 부서 직원들의 많은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 부서 직원들은 3 월부터

아이들과 가정에 음식을 제공하면서 일선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노력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학교 통학 경계 변경 자문 위원회 최신 정보

Grotting 교육감께서는 10 월 29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부터 8 시 30 분까지 중학교
통학 경계 변경 위원회가 추천한 지도안에 대해 일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회의는 Zoom 을 통해 실시됩니다. 이 시간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녹화되어 게시됩니다.
Grotting 교육감께 이 시간에 구두로 의견 제시를 하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중학교 통학
경계 변경 웹 페이지 Middle School Boundary Adjustment webpage 에서 일반 의견 제시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10 월 19 일 오전 9 시부터 10 월 23 일
오후 5 시까지 제공됩니다. 참가자는 각각 2 분 동안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60 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60 명 이상이 등록할 경우, 교육구
전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각 초등학교 출석 경계 지역에서 2~4 명을
무작위로 선발합니다.

Zoom 의견 청취 시간에 참여하기로 선정된 분께는 10 월 27 일에 교육구 직원이 회의
정보 및 일반 의견 제시 지침을 알려드리기 위해 연락할 것입니다.
학습 옵션 신청 오늘 시작

2021-2022 학년도 옵션 학교 지원서 applications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 현재 B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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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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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leigh Hills 와 Springville 은 7 학년과 8 학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12 월 11 일 오후 4 시 이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중요한 날짜, 마감일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학습 옵션 웹 페이지 Learning Options webpage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과학 박람회 (Science Fair)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과학
다른
위한
과학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관심 있는 분야의 과학 또는 엔지니어링 주제를 탐구하고,
사람들과 과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교육구 및 주 전체 박람회 및 고등학생을
국제 ISEF 박람회에서 경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올해 모든
박람회는 가상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중학생

참가를 원하는 Meadow Park, Whitford, Stoller, Cedar Park 및 BASE 의 학생들은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다른 모든 학교 중학생은 이 양식 this form 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학교 과학 엑스포 웹 사이트 Middle
School Science Expo website 에서 확인하십시오.
고등학생

참가를 원하는 Sunset, Southridge, Mountainside, Westview, ISB 및 BASE 의 학생들은
학교 어드바이저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다른 모든 학교 고등학생(Aloha, Beaverton,
ACMA, Community School 및 Early College)은 이 양식 this form 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버튼-힐스보로 과학 엑스포 웹 사이트 Beaverton-Hillsboro
Science Expo website 를 확인하십시오.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가상 교육 위원회 미팅

10 월 26 일, 월요일
오후 6 시 30 분
회의 자료 Meeting Materials
중학교 통학 경계 변경 교육감 의견 청취 세션

10 월 29 일,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일반 의견 제시 신청 (10 월 19 일, 오전 9 시 – 10 월 23 일, 오후 5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