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1 월 25 일
2014 년 채권 기금 사용처에 대해 알기 원하십니까?
2014 년 채권 기금이 사용된 곳에 대해 궁금하십니까? 납세자들이 낸 기금으로 지불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비버튼 유권자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https://youtu.be/ES6X-cVirUY
향후 시설 우선순위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저희는 지금 향후 요구되는 시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본 후 간단한 설문 조사를 작성해 주십시오.
https://youtu.be/AG5XbY6bC8k
LFRP Community Survey
자세히 알기 원하시나요? 다음 커뮤니티 오픈 하우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십시오.

비버튼 교육구는 교육적 요구 및 등록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향후 학교 시설 및
개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장기 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원합니다.
시설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된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 가상 커뮤니티 오픈 하우스를 3 회에 걸쳐 실시할 것입니다. 각 미팅에는 교육구
필요 사항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할당됩니다.
미팅은 다음 날짜에 개최됩니다:
● 2 월 2 일, 화요일 (6:00 – 8:00 p.m.)
● 2 월 3 일, 수요일 (3:00 – 5:00 p.m.)
● 2 월 4 일, 목요일 (6:00 – 8:00 p.m.)
커뮤니티 오픈 하우스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면 위 링크에서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을
만나 교육구의 향후 학교 시설 요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게 되길 기대합니다!
BSD 졸업률
2020 년 졸업반의 비버튼 교육구 4 년 정시 졸업률은 대부분의 학생 그룹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졸업률이 낮은 학생 그룹의 졸업률이 크게 증가해
학업 성취 격차를 좁혔습니다. 흑인 학생들의 졸업률이 처음으로 백인 학생들의
졸업률을 초과했습니다.
2019-20 년도에 BSD 거의 모든 학생 그룹의 학생들이 4 년 및 5 년 졸업률에서 주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졸업했습니다. 교육구 전체 4 년 정시 졸업은 85.6 % 에서

89.3 %로 증가했습니다. 주 전체 비율은 82.6 %로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Five Oaks 이동 박물관
Five Oaks 학생들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https://youtu.be/16tp7H5IF8Y
Merlo 학교 기반 보건 센터(SBHC) COVID-19 테스트 제공
이제 COVID-19 테스트는 화요일에 Merlo Station 학교 기반 보건 센터 Merlo Station
School-Based Health Center (SBHC)에서 학생들 (12-18 세)에게 제공됩니다. 이 곳에서
테스트는 증상이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Merlo Station SBHC (503941-3210)에 전화하여 테스트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별 질문을 받게 됩니다. 테스트는 야외 주차장에서 실시되며, 학생들은
증상이 있으므로 차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과를 빨리 아는 테스트로,
학생들은 약 15 분 이내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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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ds Talking Shop"의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BSD 제조 프로그램 졸업생인 America
Rodriguez 의 눈을 통해 제조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용 가능하며, Westview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교통편은 제공됩니다.
https://youtu.be/2aNKUyRfwFc
CTE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된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beaverton.k12.or.us/cte
다가오는 교육구 행사

가상 교육 위원회 실무 미팅 School Board Virtual Winter Work Session
2021 년 2 월 1 일, 월요일
오후 3 시
성적 산출일 – 학교 수업 없음

2021 년 2 월 5 일, 금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