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및 직원분들을 위한 FAQ
추가 질문 혹은 추가하고자 하신 사항이 있다면, 다음
양식을 이용해주세요.

1. BHS United Mind Workers 학습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해당 기능은 Brookline 고등학교 학생들이 “United Mind”에 연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료와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방문 홈페이지”입니다. 사용자께서는 3 월 23 일 월요일 오전 8 시부터
BHS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UMW 프로그램 목표는 우리 모두 (학생 및 교직원 포함)가 115
Greenough St 및 OLS 기대에 맞는 지적 및 창조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시기에, 학습하고, 열심히 일하며
서로를 이해하면서 함께 지내온 선생님과 학우들이 도전과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2 주 간 휴교 (3 월 23 일-4 월 6 일)가 선생님 및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4 월 6 일 이후로 휴교가 연장되면 무엇이 변하게 되나요?
전 세계를 포함하여, 저희는 불안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저희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계획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 개선되고,
수정될 것입니다.

4. 비디오 및 가상 회의 학습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과 교사가 준수할 필요가
있는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학교와 같이 학습 공간을 진지하게 여겨주세요. 해당 환경에서
무엇이 (누가) 배경에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적절한 상황인지 항상
확인해주세요).
• 존중하는 언어를 이용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항을
이양기 하는 방법은 학교 및 직장에서 중요합니다.

• 교직원과 학생들은 수업을 위해 교실에 “출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방법으로 수업에 참여해주세요.
• 모든 채팅은 초대로만 진행되며,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은
공유를 통해 화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학생들은 자기 관리 정보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서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BHS 학생들은 PSB 홈페이지의 다음 링크를 이용하여 가족 관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rookline.k12.ma.us/Page/2587 또한,
United Mind Workers 페이지 혹은 BHS 홈페이지의 지침 페이지:
http://bhs.brookline.k12.ma.us/guidance 에서 고려해야할 다양한 항목
및 스스로를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HS 상담사는
이메일로 모든 학생들에게 연락할 것이지만, 개별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마음껏 요청해주세요.

6. 학생들의 숙제가 평가되거나 기록되나요? 2 학기 학습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검역이 길어지는 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올해 봄에 중간/기말고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 상황으로 인해 피해 받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7. 올해가 끝나기 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걱정이 되는데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희 목표는 학생들이 지적으로 창의적으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 상황의 지속 시간 및 길이를 확인하는 데로,
저희는 학생들을 위한 기회를 개발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제출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제출하여 해당 기회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 특별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특별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특별 교육 선생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학생 및
가족분들과 연결하여 지원가능한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들은 학습 자료를 지원하고 해당 학생 및 가족들과 이메일, Canvas

및/혹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문의, 설명, 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들을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9. 저는 졸업반이고 제 성적과 학점이 대학교에 발송될 성적표가
걱정되는데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졸업반 학생들은 성적표가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되었는지/혹은 미래 직업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 상담사와 연락을 해야 합니다. 해당 상황으로
인해 피해보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휴교 기간에 따라
변경될 것입니다.

10.
상담사 분께 문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털에 건강 및 선택 과목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마감일이 3 월 24 일 화요일인데, 포털 마감 시간이
연장될까요?
포털은 3 월 31 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이번 주에 학생 및
가족분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도 상담사 분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기할 것입니다.

11.
학생들은 스포츠 및 취소에 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언제 찾아볼 수
있나요?
MIAA 는 봄 시즌을 4 월 27 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www.miaa.net/miaa/home

12.
제 아이가 건강 학점을 위해 봄 운동을 하기로 계획했지만, 스포츠
시즌이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역이 길어지는 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올해 봄에 중간/기말고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현 상황으로 인해 피해 받는 학생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올해 건강 학점 상태와 상관없이 활동적이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휴교기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가이드 라인을 따르고
선생님이 United Mind Workers 페이지에 게시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13.
제 아이가 악기나 개인 용품을 학교에 놓고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학교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교가
청소되고 소독되는 즉시 건물 출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소독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공공 보건부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