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D 주간 뉴스레터 - 2021 년 5 월 17 일
Cedar Mill 초등학교 Joy & Engagement
Cedar Mill 초등학교 교사 Abigail Frainey 씨는 음악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하이브리드
아침 수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학생들이 댄스와 함께 어떻게 참여하는지 이
비디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Msd-HNp0Z4c
Beaverton 고등학교 학생 의회 미술 공모전 우승
2021 년 오리건 의회 첫 미술 공모전 2021 Congressional Art Competition for Oregon’s
First Congressional District. 우승자로 선정된 Beaverton 고등학교 3 학년 Clara
Johnson 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수상 작품 제목은 “Xenophobia(외국인 공포증).”입니다.
다른 두 명의 Beaverton 고등학교 12 학년 학생들의 작품이 우수작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은 Diane Choi 와 River Rain 입니다.
버스 정류장 서프라이즈
McKinley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Aki Mori 씨가 한 번에 두 곳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커뮤니티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WP4ZKOyF8w

교육구 예산위원회 직책 지원 가능
BSD 예산위원회에 공석이 있으며 2022 년 6 월 30 일 만료되는 현재 임기 완료를 앞두고
다양한 후보자군에서 지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석이 있는 구역은 교육 위원회 Zone
4 입니다. 이 구역이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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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교육구 웹 사이트 District website 에서 구역 지도를 확인하십시오.
지원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대표하는 교육 위원회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교육구의 유권자이며 교육구에서 1 년간 거주했어야 합니다. BSD 직원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산위원회 위원은 교육 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이 자리는 채워질 때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려면 지원서 application 를 작성하고 지원하려는 이유가 담긴
편지 및/또는 이력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Doodle 4 Google
연례 Doodle 4 Google contest 콘테스트 오리건 주 결선 진출자인 Findley 초등학교 4
학년 Elise Then 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Elise 는 자신의 로고 작품 Nature 's Strong-

Fold 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로고에 저는 종이 접기를 사용하여 자연에서
발견되는 힘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인 벌새는 눈 깜짝
할 사이에 40 번 날갯짓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제가 힘을 얻는 선물입니다. 저는
자연에 감사하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oogle 은 대중들에게 54 개 주 및 지역 우승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로고 5 개의 국가
결선에 진출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오게 될 학생을 결정하는 투표에 초대했습니다. 전국
우승자의 로고가 하루 동안 Google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Vose 초등학교의 La Primavera con Familia y Amigos
La Primavera con Familia y Amigos 는 THPRD 와 협력하여 개최되는 Vose 초등학교
커뮤니티 이벤트입니다. 올해 활동을 이 비디오에서 시청하십시오.
https://youtu.be/x4cHL677n2I

비버튼 시 주택 옵션 프로젝트 오픈 하우스
5 월 26 일, 수요일, 6 - 7 p.m.
비버튼 시는 비버튼에 거주하고 있거나 비버튼에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주법에
따라 도시는 현재 부지 당 주택 하나만 허용되는 지역에 더 많은 주택 옵션 제공 고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 옵션 프로젝트는 비버튼의 주거 지역에서 2 개(듀플렉스),
3 개(트리플렉스), 4 개(쿼드 플렉스), 6 개(식스 플렉스)로 분리된 주거 형태, 타운 홈,
코티지 클러스터 및 작은 코트야드 아파트를 포함하여 추가로 주택 유형이 허용되는
위치와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가상 이벤트와 www.BeavertonOregon.gov/HOP 를
방문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기후 대응 태스크 포스
비버튼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점에 대한 시의회 인식을 향상하기 위해
기후 대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5 월 23 일입니다. 관심 있는
커뮤니티 회원은 시 website 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회원에게는 급료가
지급됩니다. 취약 계층의 목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30 세 미만의 커뮤니티들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회원은 2021 년 7 월부터 최대 3 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