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5 월 3 일
교사 감사 주간
5 월 3-7 일은 교사 감사 주간입니다! BSD 교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특별했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ThankATeacher
Pre-K 등록 시작!
2021-22 학년도 Pre-K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면 조기 등록이
중요한 이유와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아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https://youtu.be/I4aFt7LboA8
교육구 예산 위원회 후보 모집
BSD 는 예산위원회는 2022 년 6 월 30 일에 만료되는 현재 임기를 마치기 위해 다양한
후보자군에서 위원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직책은 교육 위원회 Zone 4 — 교육
위원회 위원 Donna Tyner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속하는 교육구 학교는 Aloha-Huber
Park K-8, Beaver Acres, Errol Hassell, Hazeldale, Kinnaman, Mountain View, Aloha 및
International School of Beaverton (ISB)입니다. 교육 위원회 구역은 학교 출석 경계
구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교육구 웹 사이트 District website 에서 구역 지도를
확인하십시오.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대표하고자 하는 교육 위원회 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구 유권자로 1 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BSD 직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산위원회
위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예산위원회는 교육구의 예산을 검토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권고하며 6 월에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채택될 예산 문서를 승인합니다. 위원회는 11 월과 6 월 사이에
저녁에 열리는 공개회의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직위는 채워질 때까지 오픈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지원서 application 를 작성하고 지원 이유 및/또는 이력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Ridgewood 초등학교 Hybrid 학습으로 복귀
Ridgewood 초등학교는 교육구에서 대면 Hybrid 학습으로 학교로 돌아온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교직원이 학생들을 어떻게 창의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들을
맞이했는지 살펴보십시오. https://youtu.be/715ZuWU-RXw
Raleigh Hills 초등학교 사회적 정서적 학습

Raleigh Hills 교사는 학교에서 사회적 정서적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RULER 라는 작업을 통해 설명하고
CDL 및 하이브리드 학습 학생 모두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을 가르칩니다.
https://youtu.be/kWvScE93fdY

Findley 초등학교 Kinder Play Workshop
Findley 킨더가든 교사가 Kinder Play Workshop 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서로
연결시켜 참여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Findley 킨더가든 교사는 하이브리드 교육과
CDL 모두에 이 워크숍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작품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고 일부 킨더가든 학생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qMWCSN9EwD8
대학 및 취업 준비 가상 이벤트 시리즈
대학이 원하는 지원자는 어떤 학생인지에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대학 비용 마련에
걱정이 있으신가요? 대학 준비하는 과정을 잘 모르시겠나요? 비버튼 교육구는 곧 열리는
대학 및 취업 준비 가상 시리즈 이벤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각 세션에서는
강연자에게 대학 지원 프로필 작성, 재정 보조에 대한 기본 사항, 대학 에세이 작성 방법
및 12 학년에 할 것들의 타임라인을 만드는 방법 등을 대해 듣게 됩니다. 이 세션은
부모님과 10-12 학년 학생에게 권장됩니다. 등록 정보는 College & Career Readiness
Virtual Event Series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행사에서 여러분을 뵙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 히어로 데이
5 월 7 일, 금요일은 학교 급식 히어로 데이 (School Lunch Hero Day)입니다! 비버튼
아동들을 위해 엄격한 영양 기준을 준수하면서 건강한 급식을 마련하고, 학생이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미소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BSD 급식 서비스
직원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애쓰는 모든 급식 서비스 직원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교육 위원회 지원자 포럼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난주 BSD 에서 가상으로 주최한 후보 포럼
https://youtu.be/9LXKgjoH4dw 을 참조하십시오. 5 월 18 일에 유권자들은 4 년 임기인 4 명의
비버튼 교육 위원회 위원을 선출합니다. 후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교육 위원회
지역에서 지명되지만 교육구의 모든 유권자가 모든 구역의 직책에 투표합니다. 현재 4
개의 경선 지역에서 각각 2 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y
2021 School Board Election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Fake & Fatal: 한 알의 약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BSD 는 워싱턴 카운티 공중 보건국, 워싱턴 카운티 셰리프 부서 및 비버튼 경찰국과
협력하여 치명적인 펜타닐로 만든 가짜 약을 소셜 미디어에서 구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에 대한 커뮤니티 대화인 "Fake & Fatal"을 주최했습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이 추세는 작년에 한 명 이상의 BSD 학생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교육구 YouTube 채널
에서 이 대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5 월 Walk + Roll 도전 주간
올해 Walk + Roll 마지막 행사를 위해 Beaverton Safe Routes to School 에
참여하십시오! 추첨으로 100 개가 넘는 상품을 나눠주며, 휠 페어리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랙에서 찾은 휠에 추가로 상품을 붙여 놓을 것입니다. 모든 학생 (모든 학년,
하이브리드 및 CDL)은 the May Challenge form 을 작성하여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5 가지 활동과 각 활동을 완료한 것에 대해 추가로 추첨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eaverton.k12.or.us/safe-routes 에서 확인하십시오.
COVID-19 Dashboard
비버튼 교육구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양성 또는 양성 추정 COVID-19 보고 사례에 대한
데이터 data on reported positive or presumed positive COVID-19 cases 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