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1 월 18 일
1 월은 교육 위원회 공헌 인지의 달입니다.
BSD 에는 감사하게도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헌신하는 다음 7 명의 자원봉사 교육 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Becky Tymchuk 의장,
Tom Collett 부의장, Anne Bryan, Susan Greenberg, LeeAnn Larsen, Eric Simpson 및
Donna Tyner 입니다. 위원회 멤버들이 해야 하는 결정들은 특히 올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거의 40,000 명의 학생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교육 체제를
제공하면서, 수백 시간을 자원봉사합니다. 이번 달, 저희는 그들의 이러한 중요한 공헌과
저희 학생들의 교육에서 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상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위원회 여러분!
Kinnaman 3D Club 는 커뮤니티를 구축합니다.
Kinnaman 초등학교 교사인 Evans Reed 씨가 이끄는 3D Club 은 3D 프린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한데 모이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컴퓨터에서 3D
모델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Reed 씨는 모델을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클럽은 원격 학습 중에 서로 연결되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https://youtu.be/L-HckB_WPcc
Meadow Park 중학교 가정용 PE 키트
이번 가을, Meadow Park 중학교 P.E. 팀은 학생들에게 나눠줄 운동기구 마련을 위한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교사 Jennifer Hoffman 씨를 주축으로, 이 학교는 줄넘기, 놀이터
공, 운동용 고무줄 등이 포함 된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온라인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습니다.
https://youtu.be/SY0Ke7odLaM
알림: 이번주 수요일은 동기식 학습일 입니다.

오늘은 공휴일이고 학교 수업이 없으며, 1 월 20 일 수요일은 동기식 학습일
(Synchronous Learning Day)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주십시오.
예산 - WE 여러분의 의견을 필요로 합니다.

2021-22 학년도 예산 절차의 일환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부교육감 Mike Schofiled 씨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하십시오. 그런 다음
아래의 간단한 설문 조사를 작성해 주십시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 월 1 일 오후
5 시입니다.

https://youtu.be/JT9iJhOAzO8
2021-22 년도 예산 우선 순위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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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D 제조 프로그램
졸업생인 Tony Varela 의 눈을 통해 제조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하며, Westview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교통편 제공) 다음
비디오를 참조하십시오. https://youtu.be/EHtc-jlzunM
CTE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된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c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