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5 월 10 일
비디오: 디스커버리 at Merlo
Merlo Station 커뮤니티 학교 교사 Peter Oliver 씨는 자신의 학생들을 디스커버리 수업을
통해 이끌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수업은 사회적 정서적 학습과 커뮤니티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mfL2G1IGq6A
16 세 이상 학생 예방 접종 예약
지역 교육구들은 오리건 보건국(OHA)과 협업하여 16 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5 월과 6 월
수요일에 오리건 컨벤션 센터에서 무료 COVID-19 백신 접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리건 컨벤션 센터로 가는 교육구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등학생과 이들의 가정은
백신 예약과 교통편 (필요한 경우)을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메일을 받지 못하셨으면 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연례 학부모 설문 조사
BSD 연례 학부모 설문 조사에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목표는
저희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환영받고, 존중되며, 정보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1 년 연례 학부모 설문 조사 링크는 5 월 16 일에 SchoolMessenger 를 통해 모든
학부모님들의 유효한 이메일 주소로 발송됩니다. 설문 조사 참여 마감일은 6 월 2 일
입니다.
ISB, 뉴스 & 월드 리포트 전국 최고 고등학교 순위 21 위에 랭크
U.S. 뉴스 & 월드 리포트는 비버튼 국제 학교 (ISB)를 전국 21 위에, 오리건 주에서 1 위로
선정했습니다. ISB 의 국제 학사 학위 (IB) 프로그램 참여율은 100%입니다.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Take a look! ISB 학생과 직원 여러분 축하합니다!
스포츠 활동시 마스크 착용
저희는 고등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가족들은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오리건 보건국 (OHA), 주지사 사무실 및 오리건 학교 활동
협의회 (OSAA)에서 정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규칙은 스포츠
선수, 코치, 트레이너, 심판 및 관중 등 모든 사람이 항상 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Read more.
성적 표시에 관한 설문 조사

교육구로서, 저희는 지난해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표준에 기반한 학습과
형평성에 대해 저희가 약속한 것들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11 월에, 저희는 Failing
(낙제점수, F 로 표시)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Incomplete (미완성, I 로 표시) 및/또는 No
Grade (성적 없음, N 으로 표시)를 사용해 성적을 표시했습니다. (I) 및 (N)으로 성적을
표시하는 것은 과목 교과 과정 표준을 학생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보다 나은 방법입니다. (I) 또는 (N) 성적 표시 둘 다 학점에 가산되지는 않으나,
이 성적 표시는 크레딧을 줄만한 충분한 증거를 아직 갖지 못했고 "계속해서 학생과
협력할 것임"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저희는 Failing (F) 성적 표시 대신 Incomplete (I) 및 No Grade (N) 성적 표시를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A-D) 성적
표시는 여전히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설문 조사 survey 를 5 월 21 일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문 조사는 익명으로 작성되며 이메일 정보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사회 과목 학습 자료 검토
오리건 주 교육부는 사회 과목에 대한 새로운 학습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비버튼
교육구는 현재 이러한 필수 변경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Quality Curriculum Cycle (우수
커리큘럼을 검토해 채택하는 방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버튼의 중학교들은 2021
Social Science Standards Integrated with Ethnic Studies 에 부합하는 사회 과목 과정을
시행할 것입니다. 교육구는 주 표준에 부합하고, BSD 학습 목표를 충족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 과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자료를 광범위하게
리서치했습니다. 사회 과목 최종 학습 자료 제공 업체를 확인하고 그들의 학습 자료를
보시려면 Social Studies Adoption resource webpage 를 참조하십시오.
비버튼 시장 청년 자문 위원회 (Mayor's Youth Advisory Board)
BSD 고등학교 학생들은 2021-2022 학년도 비버튼 시장 청소년 자문위원회 (MYAB)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MYAB 의 목표는 건설적인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지역
사회 모든 구성원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정부 업무에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요청 시 도시 모든 조직의 정보 제공자 역할을 하면서, 지역 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월 21 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6 월 18 일까지 통보해
드립니다. 자세한 정보 및 지원 방법은 www.BeavertonOregon.gov/MYAB 를
참조하십시오.

BSD 여름철 일자리 지원 가능
비버튼 교육구는 시설 유지 관리 부서(Maintenance Department)의 짐 옮기기 및 페인트
작업을 함께 할 여름철 일자리 31 개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16 세 이상이고 50
파운드 이상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고, 운전 면허증이 있고, 일을 제시간에 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Current Openings webpage 웹 페이지를 참조하시오.
좋은 급여를 받고 일하면서 저녁과 주말에는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여름철
일자리입니다.
마라톤 키즈
올해 마라톤 키즈는 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가정들은 학교 가상 달리기
클럽에 가입해 온라인 마라톤 키즈 계정에 진행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키즈
및 Safe Routes to School 는 가을, 겨울 및 봄 즐거운 달리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을 후원합니다. 지금까지 35 개 학교에서 9,250 명의 BSD 학생들이 총
5,148 회의 마라톤, 2,697,686 분의 총 활동 시간과 무려 총 134,884 마일 달리기를
기록했습니다! BSD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
Jacob 과 Celia Whitehead 는 BSD 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부부 교사로 Jacob 은 Bonny
Slope 초등학교에서 Celia 는 Greenway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Whitehead
부부 교사는 수년 동안 마라톤 키즈 달리기 클럽을 지도해 왔지만 팬데믹 이후에 클럽을
다르게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이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Take a look.
Bethany 초등학교는 마라톤 키즈와 함께 일하며 학생들이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ethany 초등학교는 이 프로그램 참여로 전국 상위 25 위 안에 들었습니다.
마라톤 키즈가 학교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https://youtu.be/Ow507a3ZCN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