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1 월 11 일
Conestoga 중학교 가정 전화
Conestoga 중학교가 포괄적 원격 학습 기간 동안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뛰어난 업무
성과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youtu.be/VDCtrBAcEfw
Clothes Closet 의 새 이름은 Clothes for Kids 입니다!
(Logo)
Clothes Closet 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제 Clothes for Kids 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새 이름은 비버튼 교육구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새 의복이나 약간 사용한 중고
의복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명을 더 잘 나타냅니다. 단순한 옷장 그 이상입니다!
학생에게 무료 의복이 필요하면 Clothes for Kids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하시려면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Clothes for Kids 의 업데이트된 동계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오전 9 시 30 분-오후 3 시, 수요일 오전 10 시-오후 6 시 및 목요일 오전 9 시 30
분-오후 3 시
예약을 하시려면, Clothes for Kids Appointment form 양식을 작성하거나 503-3564322 로 전화하십시오. 방문은 성인 1 명과 어린이 4 명 또는 성인 2 명과 어린이 8
명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방문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없으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립니다.
Clothes for Kids 자원 봉사자도 찾고 있습니다. Johanna Shrout 씨에게
johanna_shrout@beaverton.k12.or.us 로 문의하십시오.
비버튼 교육 위원회 후보자 모집

2021 년 5 월 18 일에, 유권자들은 4 년 임기인 4 명의 비버튼 교육 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후보자는 지원서를 작성해 2 월 6 일부터 3 월 18 일 오후 5 시 사이에 워싱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 Washington County Elections Office 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권자
팜플렛을 위한 후보자 성명서 제출 마감일은 3 월 22 일 오후 5 시입니다. (이 날짜 소인은
불가)
지원 가능한 직책:
● Zone 1 – 현재 Susan Greenberg 자리
● Zone 2 – 현재 Anne Bryan 자리

● Zone 4 – 현재 Donna Tyner 자리
Zone 5 – 현재 LeeAnn Larsen 자리
후보 자격:
● 등록된 유권자
● 대표하고자 하는 교육 위원회 구역 내에 거주
● 선거 바로 직전 1 년 동안 교육구 내에 거주
● 교육구 직원은 지원할 수 없음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교육 위원회 구역에서 지명되지만, 선거구의 모든 유권자는
해당 직책에 투표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구역 지도를 보시려면 School Board
webpage 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구역 지도 zone map 을 참조하여 거주하고 있는 구역을
확인하십시오.
특별 교육구 선거 제출 양식 및 지침은 워싱턴 카운티 웹 사이트 Washington County
website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또한 힐스보로에 있는 Washington County
Elections Office, Suite 170, 2925 NE Aloclek Drive 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질문은 503-846-5800 으로 전화하십시오.
CTE - Career Technical Education (직업 기술 교육)
CTE 프로그램은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열정을 수입과 이상적인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높은 수준의 엄격하고 실제 관련성이 있는 수업을 제공합니다. CTE
프로그램은 지역 사업체 및 업계와 협력하여 오늘날의 취업 시장과 관련된 창의성, 혁신
및 리더십을 촉진하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6 곳의 일반 고등학교와 1 곳의 옵션 고등학교에 있는 32 개 CTE 프로그램 중 일부를
강조해 보여드리기 위해 "Grads Talking Shop"이라는 제목의 시리즈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Grads Talking Shop"이라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BHS 및 Auto Tech
프로그램의 졸업생인 Kristin Keppner 의 눈을 통해 자동차 기술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Aloha 고등학교에 있는 CTE Auto Tech 프로그램은 모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편 제공)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https://youtu.be/ismPibSZDc4
CTE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된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c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