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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Brookline High School 학생 여러분,
Brookline High School에서 2018-19 학년도를 맞게 되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BHS는 개교
17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문적 우수성에 대해 유서 깊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노력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항상 향상시키고자하는 소망을 통해 이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 2세기에
걸친 교육 노력의 산물은 우리 학교의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을 하는 여러분, 즉 Brookline High School
학생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BHS에서 가치를 두는 것, 학교 시작 방법, 그리고 이번 학년도에
여러분을 지원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자합니다.
브루클린 신념
BHS의 교사이자 관리자로서 14년 동안, 우리는 중요하고도 명백한 가치를 우리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을 간과하거나 그들이 이를 어른의 잔소리로 느끼기 쉬운만큼,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올해 Brookline
High School에서의 중요한 일에 그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것입니다. BHS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 여러분은 Brookline High School에서 많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장 중입니다. 이러한 진행 중이라는 생각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BHS에서 성장 마인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창조합니다.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행동인자에 의해
형성됩니다: 너, 나, 모든 사람.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취하는데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BHS를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일정
지난 주 화요일, 우리 학교의 교감인 Mr. Mason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올해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2018-19년 동안 많은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적절한 학업 프로그램을 갖는 것에 대해 관심을
불러옵니다. 일정에 대한 질문, 관심사 또는 필요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설명된 과정에 따라 구글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Mr. Mason은 8월 30일 목요일에 우리의 아레나 데이에 참석하는 것이 귀하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여러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들은 곧 돌아와 더 많은 일정 변경을 주도 할 것입니다.
학교가 1주일 반 이상 쉬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022 수업 학과장으로서, Lisa Redding과 Brendan Kobus, 우리 학교에 처음 온 학생들과 기념하는 날에
수업이 시작될것을 알리는 편지를 9학년 학생들에게 썼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과 건물과 캠퍼스 곳곳에 많은
직원과 학생을 배치하여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영하는 공동체이며
새로운 학생은 곧 BHS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9월 7일 금요일에 학교로 오는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학과장 Redding과 Kobus는 학교 첫 2 일간의 일정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수업개시일 9월 6일 - 9월 7일 일정.

출석 절차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출석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출석률을 기록하여 학업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기대합니다. BHS
핸드북의 출석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BHS 출석 정책은 총 결석과 무단 결석에 대한 한도를
설정합니다. 학년 전체 과정에서 총 21회 (결석 사유가 있을지라도) 또는 학기 당 총 11회 이상 결석 할 수
없습니다. 출석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올해의 공통적 지각 예상을 발표하면서 학습 시간이
신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수업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단순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하여 학점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넘어, 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다양성과 포용, 안전과
보안을 증진시키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습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
각자는 - 학생, 교사, 직원, 행정관 - 서로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해해야합니다. 저는 개강 시 이
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적
담론이 견고하고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6일과 7일에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될 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여러분을 위한 학교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hony Meyer
교장

“만트라”는 삶에 대한 단어 또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만트라 (진언)은 우리 학교 문화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BHS입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것입니다
 자유와 책임
 여러분은 아직 성장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창조합니다
1일차 (9학년만 해당): 2018년 9월 6일 목요일:
행렬: 오전 8:00 - 8:20 그리노 (Greenough) 스트리트에서 모임
신입생 소집: 오전 8:45 - 9:30 Quadrangle (쿼드랭글-사각안뜰) (우천시, 강당)
신입생 자문: 9:35 – 10:30
A1: 10:35 - 11:00
B1: 11:05 - 11:30
C1: 11:35 – 12:00

D 블록의 경우 - 과정 코드의 시작 부분 두 글자 확인
D 블록 수업이 EL, EN, SS, ST, TU, 또는 WL인 경우:

점심 1 12 05 - 12:40 쿼드
D1: 12:45 - 1:20
D 블록 수업이 CE, FP, HF, MA, PA, SC, TE, 또는 VA인 경우:
D1: 12:05 – 12:40
점심 2 12:45 – 1:20 쿼드
E1: 1:25 - 1:50
F1: 1:55 - 2:20
G1: 2:25 - 2:50

***BHS를 처음 접하는 모든 10학년, 11학년 및 12학년 학생들은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45 분에 마틴
루터 킹 룸에서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받게 됩니다.

2일차: (모든 학생): 2018년 9월 7일: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8:20 - 10:00

자문

8:20 - 10:00

자문

10:05 – 10:30

A4 블록

8:35-9:05

강당에서 10학년 조례

10:35 – 11:00

B4 블록

8:35 ‐ 9:05

11:05 – 11:40

점심

9:15 ‐

Schluntz 체육과에서 11학년
조례
강당에서 12학년 조례

10:00
(주: C 블록은 9학년 동안 만나지 않음)
11:45 – 12:45

D4 블록

10:05 ‐ 10:30

A4 블록

12:50 – 1:15

E4 블록

10:35 – 11:00

B4 블록

1:20 – 1:45

F4 블록

11:05 ‐ 11:40

C4 블록

1:50 – 2:15

G4 블록

EL, EN, SS, ST, TU, 또는 WL 수업:
11:40 ‐ 12:10

점심

12:15—12:45

D4 블록

CE, FP, HF, MA, PA, SC, TE, 또는 VA 수업
11:45 ‐ 12:15

D4 블록

12:15 ‐ 12:45

점심

12:50 ‐ 1:15

E4 블록

1:20 ‐ 1:45

F4 블록

1:50 ‐ 2:15

G4 블록

주간 일정
BHS는 매주 순환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또는 “블록”은 요일에 따라 다른 시간대에 주당 4 회씩
이루어집니다. 학교 첫날에 여러분의 수업과 교실을 이 스케쥴에 작성합니다. 여러분의 일정을 기억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Brookline High School 주간 일정 2018-2019 v1

점심 블록
첫번째 점심/ 수업 3

가을 학기
세계 언어, 수학, 개인지도

두번째 점심/수업 2
세번째 점심/수업 1

ELL (영어 학습자), 영어, 사회학
과학, 공연 예술, 건강과 피트니스
(H&F), 직업 기술 교육 (CTE), 시각
예술, 학습센터.

봄 학기
ELL (영어 학습자), 영어, 사회학,
개인지도
세계 언어, 수학
과학, 공연 예술, 건강과 피트니스
(H&F), 직업 기술 교육 (CTE), 시각
예술, 학습센터.

점심 일정
하루의 넷째 블록은 점심 블록이며, 블록 동안 가지는 수업에 따라 세 가지 점심 (첫번째 점심, 2번째
점심, 또는 세번째 점심 중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매일 다른 점심 블록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어느
점심 블록을 가지게 될지 아는 방법:
1. 주간 일정을 보고 수업과 블록 연결;
2. 점심 일정을 보고 해당 점심에 수업을 맞춤.

Brookline High School
점심 일정 2018‐2019

점심 블록

가을 학기

첫번째 점심/ 수업 3

세계 언어, 수학, 개인지도

두번째 점심/ 수업 2

ELL (영어 학습자), 영어,
사회학
과학, 공연 예술, 건강과
피트니스 (H&F),
직업 기술 교육 (CTE),
시각 예술, 학습센터.

세번째 점심/ 수업 1

봄 학기
ELL (영어 학습자), 영어,
사회학, 개인지도
세계 언어, 수학
과학, 공연 예술, 건강과
피트니스 (H&F),
직업 기술 교육 (CTE),
시각 예술, 학습센터.

성적 타임라인
질문: 언제 진행보고서를 받게됩니까? 언제 성적표를 받게됩니까?
답변: 이 차트는 언제 학기가 끝나는지와 언제 진행보고서가 발급되는지를 알려줍니다.

Brookline High School
성적 타임라인 2018-2019 V.1
참고: 모든 개별 진행 보고서 (IPR)와 성적표는 가족 및 학생 포털에서 해당 년도분이 발급됩니다
IPR (개별 진행보고서)
입력 마감
IPR (개별 진행보고서) 발급
성적표
분기 마감
입력 마감
성적표 발급

1분기 중순

2분기 중순

3분기 중순

4분기 중순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1분기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2분기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2019년 2월 5일 화요일
2019년 2월 7일 목요일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3분기
2019년 4월10일 수요일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2019년 5월 23일 목요일9
4분기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6월 24일 해당 주
졸업반: 6월 4일 화요일

중간고사: 2019년 1월 25일, 2019년 1월 28일, 2019년 1월 29일
졸업반 기말 고사: 2019년 5월 28일, 2019년 5월 29일, 2019년 5월 30일
기말 고사: 2019년 6월 17일, 2019년 6월 18일 (기상악화로 인한 휴일등으로 6월 24일과 25일로 지연될수 있음)
학교 취소에 따라 날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요 학교 규칙
 출석 정책
o 총 결석 = #허가 받은 결석 + #무단 결석 (AWOLS)
 1년 과정 동안 무단 결석 (AWOLS)이 6회 미만이고 총 결석이 22회
미만인 경우 학점이 인정됩니다; 총 회수를 학기당 2로 나눔
 1년 과정 동안 무단 결석 (AWOLS)이 6회 이상이거나 총 결석이
22회 이상인 경우 학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정책
o 어느곳에서도 통화할수 없습니다. 교사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교실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헤드폰/이어폰 정책
o 학생은 건물 내에서 목 위 부분에 헤드폰을 착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헤드폰을 목 아래부분에 착용하거나 보이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꺼져 있어야 합니다. 음악/소리가 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사 또는 사서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만 교실에서
헤드폰을 보이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8시 15분부터 수업
종료시까지 유효합니다.
 부정 행위/표절
o 부정 행위는 허가 받지 않고 다른 학생에게 이익이 되는 정보 및/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나누거나, 공유하거나, 또는 제시하는 것입니다.

BHS에 참여하기
 클럽에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심사를 탐구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o BHS는 80개가 넘는 클럽 및 활동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o 클럽은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며 직접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o 10월에 열리는 클럽 페어에서는 모든 클럽을 소개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체
목록을 볼 수도 있습니다)
o 클럽은 목요일 X-블록 중에 만남을 가집니다
 스포츠 팀에 가입하기
o 가을, 겨울, 봄 스포츠 팀을 제공합니다
o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가 필요합니다
o 교내 스포츠 대회 또한 옵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사회 봉사를 하거나 인턴쉽을 받으십시오
o 자세한 정보는 지도 카운셀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해외 여행!
o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런던, 베를린 등을 여행 할 수 있습니다
o 장학금 수혜 가능
 글로벌 리더십 또는 사회 정의와 같은 추가 선택 과목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Brookline High School
115 Greenough Street
Brookline, MA 02445
Anthony Meyer
교장

Mary Burchenal
영어 담당부서장

2018년 6월 1일
친애하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보호자 여러분:
2018 BHS 하계 독서 프로그램을 발표하게되어 기쁩니다. 올해 우리는 미국 및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행동을 취한 BHS 학생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독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책은 청소년들이 살고있는 순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 그들이 원하는 세계를 창조 할 수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2018 BHS 하계 독서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의 삶과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학생들이 젊은이들에게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책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플롯,
테마 및 이러한 목록에있는 많은 서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mmon Sense Media의 도서 리뷰를
권장합니다. 이번 여름, 모든 BHS 학생은 이 주제에 중점을 둔 하나의 책 (픽션 또는 논픽션)을 읽으라는
요청을 받게됩니다.
주제별 한 권의 책 이외에,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두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Brookline High School 도서관
사서는 하계 독서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BHS 도서관, 브루클린 국립 도서관 및 브루클린 북스미스
(Booksmith)에서 이 책들과 다른 많은 책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9-12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은 여름 내내
BHS 도서관의 책을 대여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수업에 다시 돌아 오면 여름에 읽은 책의 목록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들은 또한 젊은이들이 변화를 겪는
것에 대한 그들의 독서에 대해 의견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 패킷에는 학생이 읽는 동안 생각할 질문과
따옴표와 메모를 복사 할 수있는 공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학교에 돌아올 때 독서를 상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독서 습관을 키우는 사람들은 학교 생활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통 주제의 한 가지 책을 읽고 다른
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생들이 더 많이 읽고 - 독서를 즐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계 독서 지원에 대해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Brookline High School에서 문학과 지적
호기심의 강력한 문화를 키울 것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Mary_Burchenal@psbma.org에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HS 하계 독서 팀

BHS 하계 독서 2018 젊은 혁신가들 - 기타 선정 도서 목록
브루클린 학생들은 수백 가지 도서를 제안했습니다! 상위 12를 포함하여, 이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회고록/전기/자서전
Shirin Abadi의 Until We Are Free
Sophia Amoruso의 Girl Boss
Arin Andrews의 Some Assembly Required
Ishmael Beah의 A Long Way Gone
Melba Pattillo Beals의 Warriors Don’t Cry
Geoffrey Canada의 Fist, Stick, Knife, Gun
Tim Crothers의 The Queen of Katwe
Reyna Grande의 The Distance Between Us
Jazz Jennings의 Being Jazz: My Life as a
(Transgender) Teen
Peniel Joseph의 Stokely: A Life
Phillip Hoose의 Claudette Colvin: Twice Toward
Justice
Walter Isaacson의 The Innovators
Tracy Kidder의 Mountains Beyond Mountains
Martin Luther King, Jr.의 The Autobiography of
Martin Luther King, Jr.
Phil Knight의Shoe Dog
Delphine Minoui 그리고 Nujood Ali의 I Am
Nujood, Age 10 and Divorced
Jenny Nordberg의 The Underground Girls of
Kabul
Yeonmi Park의 In Order to Live: A North Korean
Girl’s Journey to Freedom
John Robert Slaughter의Omaha Beach and Beyond:
The Long March of Sergeant Bob Slaughter
논픽션
Anna Akana 의 So Much I Want to TELL You:
Letters to My Little Sister
Juan Cole의 The New Arabs
Michael Connolly 그리고 Brie Goolbis의 Young
Enough to Change the World
Rebecca De Schweinitz의 If We Could Change the
World: Young People and America’s Long Struggle
for Racial Equality
Mark Engler 그리고 Paul Engler의 This Is an
Uprising
Erin Gruwell의 Freedom Writers
Phillip Hoose의 The Boys Who Challenged Hitler
Ann Jones의 War Is Not Over When It’s Over
Susan Kuklin의 Beyond Magenta: Transgender
Teens Speak Out
Valeria Luiselli의 TELL Me How It Ends: An
Essay in Forty Questions
Elizabeth Martinez 편집 Letters from Mississippi ,
Kate Moore의 The Radium Girls: The Dark Story of
America's Shining Women
Byron Pitts의 Be the One

Chessy Prout의 I Have the Right To
Michael Schudson의 The Good Citizen
Steve Sheinkin의 The Port Chicago 50
Ann Shen의 Bad Girls Throughout History: 100
Remarkable Women Who Changed the
World
Tanya Lee Stone의 Girl Rising: Changing the
World One Girl at a Time

J.K. Rowling의 Harry Potter and the Order of the
Phoenix
Salman Rushdie의 Midnight’s Children
Neal Shusterman의 Unwind
Neal Stephenson의 The Diamond Age
Lex Thomas의 Quarantine
Scott Westerfeld의 Uglies
Scott Westerfeld의 Leviathan

역사 소설
Laurie Halse Anderson의 Chains
Donna Woolfolk Cross의 Pope Joan
Pat Cunningham Devoto의 The Summer We Got
Saved
Pam Jenoff의 The Orphan’s Tale
Sue Monk Kidd의 The Invention of Wings
Laura Amy Schlitz의 The Hired Girl
Mark T. Sullivan의 Beneath a Scarlet Sky
Markus Zusak의 The Book Thief

사실주의 소설
Kwame Alexander의 He Said, She Said
Laurie Halse Anderson의 Speak
Becky Albertalli의 Simon vs. the Homo Sapiens
Agenda
Sherman Alexie의 Flight
Michael Betcherman의 Breakaway
Jay Coles의 Tyler Johnson Was Here
Nikki Grimes의 Bronx Masquerade
Kate Hattemer의 The Vigilante Poets of Selwyn
Academy
Rosanne Hawke의 Spirit of a Mountain Wolf
Tania James의 The Tusk that Did the Damage
Bill Konigsberg의 Openly Straight
Jean Kwok의 Girl in Translation
Dick Lehr의 Trell
Claire Needell의 The Word for Yes
Mitali Perkins의 You Bring the Distant Near
Amber Smith의 The Way I Used to Be
Nic Stone의 Dear Martin
Richard Van Camp의 The Lesser Blessed
Wendelin Van Draanen의 The Running Dream
Meg Wolitzer의 The Female Persuasion
Ibi Zoboi의 American Street

과학 소설 및 환타지
Naomi Alderman의 The Power
Victoria Aveyard의 Red Queen
Holly Bodger의 5 to 1
Pierce Brown의 Red Rising
Michael Buckley의 Undertow
Octavia Butler의 Kindred
Kristin Cashore의 Graceling
Cassandra Clare의 City of Bones
Suzanne Collins의 The Hunger Games
Rachel Cohn의 Beta
Orson Scott Card의 Ender’s Game
James Dashner의 The Maze Runner
Cory Doctorow의 Little Brother
Cory Doctorow의 Pirate Radio
Frank Herbert의 Dune
Shaun David Hutchinson의 We are the Ants
Amie Kaufman 그리고 Jay Kristoff의 Illuminae
Marie Lu의 Warcross
Sarah J. Maas의 Throne of Glass
Lisa McMann의 The Unwanteds
Marissa Meyer의 Cinder
Sandra Newman의 The Country of Ice Cream Star
Nnedi Okorafor의 Binti
Danielle Paige의 Dorothy Must Die
Christopher Paolini의 Eragon
Veronica Roth의 Divergent

만화 및 그래픽 소설
Allan Heinberg의 Young Avengers
Kohei Horikoshi의 My Hero Academia
Harvey Pekar의 Student for a Democratic Society:
A Graphic History
Brian K. Vaughan의 Paper Girls
Lila Quintero Weaver의 Darkroom: A Memoir in
Black and White
G. Willow Wilson의 Ms. Marvel
시
Phil Cushway가 엮은 Of Poetry and Protest: From
Emmett Till to Trayvon Martin
Rupi Kaur의 Milk and Honey
Clint Smith의 Counting Descent
Etan Thomas가 발표한 Voices of the Future

Brookline High School: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학교 만트라 (진언) 배우기:
o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것입니다

o
o
o

자유와 책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창조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장 중입니다

o












사람들과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 사람 알기:
o 여러분의 선생님
o 여러분의 동료
o 여러분의 카운셀러와 사회복지사
o 여러분의 학과장과 교장
o 여러분의 홈룸 자문
o 여러분의 홈룸 멘토
o 비서
BHS에서의 학문적 성취
o 자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
o 수업에 참여하고 도움 요청
o 모두가 국립 장학금의 영예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o 사회: 평균 B+ 유지
o 지름길은 없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의 조식 및 중식:
o 원하는 곳에 앉기
o 현금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카페테리아 계정
개설
o 더럽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탁자를 깨끗하게
유지할것
o 음식은 반드시 카페테리아에서 먹어야 합니다
- 복도에서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사물함:
o 모든 학생에게 사물함 배정됨
o 사물함을 바꾸고자하는 경우, 학과장의
비서에게 새 번호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o 자물쇠 사용 및 키 조합 기록.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 학과장 비서에게 열쇠 한본을 맡겨두기
도서관:
o
o
o
o

매일 8:00 – 4:00 개방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 요청!
여기에서 조용히 공부하기
헤드폰 사용은 허용됩니다

중요 학생 권리:
o 학교에서 매일 편하고 안전할 권리
o 존중 받을 권리
o 학생으로서 성공할 권리
o 도움을 받을 권리
o 고민이 있는 경우 카운셀러 또는 학과장과
대화할 권리
o 하루에 두개 이상의 주요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치르지 않을 권리
o 과제가 없이 종교적 휴일을 가질 권리
o 사회 복지사와의 비밀 보장 권리



중요 규칙:
o 정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질문 받을 경우 이름 말하기
o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 경우 학과장에게
보고
o SMARTS 기술 정책 배우기
o 공통 영역이나 쿼드 영역에서 헤드폰 사용하지
말것

학교 생활에 적합한 복장 착용



시간 관리:
o 때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조직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 필요시 도움 요청
o “자기 시간”을 포함하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획 세우기



과외 활동:
o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무언가에 참여
o X블록 동안 많은 클럽들이 모입니다
o 신입생은 더 환영받습니다!
o 60개 클럽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관심있는
클럽 새로 결성
o
학생 정부, 체육 팀, 교내 체육대회, 음악 그룹,
드라마, 서비스, 예술, 작업 등 고려.



출석 및 무단 결석 (AWOLS):
o 좋은 출석률은 학습을 향상시키므로 정시에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o 학부모/보호자는 이메일이나 사무실로
전화하여 학장의 비서를 통해 결석 및 지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o 새로운 출석 정책 배우기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학생 포털에서 본인 출석 확인



건강 및 피트니스 (체력):
o 9 학년에 3번의 반년 추가 요구
o 스포츠 팀을 통해 10-12학년에 가능



오픈 캠퍼스:
o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9학년 2번째 학기에
가능
o 좋은 학업 성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석률이
높아야 합니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o 미리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시험지/퀴즈를 망치지 마십시오.
o 선생님들과 만나십시오. 세션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수준 및 일정 계획:
o 자신의 한계 알기
o 스트레스 받지않기
o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더
쉽지만, 일찍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o 자신에게 도전하기
o 할일 미루지 않기
o 플래너에 과제 기록
o 캔버스를 정기적으로 확인
o 2 학년 일정 계획은 1 월에 시작합니다
o 일정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카운셀러에게
문의



험담 및
o
o
o
o

또래 압박:
소문에 귀기울이지 말것
반응하기전에 도움받기
BHS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십시오
안전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수
있는 건물 안의 성인을 찾으십시오. 침묵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마십시오.



소문에 대해 바로잡기:
o 선생님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수업 취소
정책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관리자를 찾아서
교사가 없다고 보고해야합니다.



학교 절차:
o 수업을 변경하려면 최대한 빨리 양식을
삭제/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o 스포츠 팀을 결성하는 경우 스포츠
계약은건강과 피트니스 (H&F)로부터
면제됩니다…학점을 얻으려면 시즌을 완료해야
하며 육상 사무실 직원은 스포츠 완료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o 무한한 기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o
o
o
o



활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친구나 대학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내십시오.
성인들과 동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해 연락할 사람…
o …본인 학업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학급
담당 교사
o ...결석 또는 출석 관련 문제? 학과장의 비서
o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인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도 카운셀러
o …일정, 수업 또는 학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지도 카운셀러
o …학생의 전반적 학교 경험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학과장
o …BHS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싶은 경우?
BHS 웹사이트의 행사 일정표

**자기 자신을 즐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 생활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관리자/
성인 섹션

BROOKLINE HIGH SCHOOL
Office of the headmaster
115 Greenough Street
Brookline, MA 02445
Anthony Meyer

교장

617-713-5003
팩스 617-713-5005
2018년 8월 27일

친애하는 Brookline High School 학생 여러분,
Brookline High School에서 2018-19 학년도를 맞게 되신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BHS는 개교 175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문적 우수성에 대해 유서 깊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노력과 지적 호기심,
그리고 항상 향상시키고자하는 소망을 통해 이 명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 2세기에 걸친 교육
노력의 산물은 우리 학교의 중심에서 성장과 학습을 하는 여러분, 즉 Brookline High School 학생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BHS에서 가치를 두는 것, 학교를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 학년도에 여러분을 지원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자합니다.
브루클린 신념
BHS의 교사이자 관리자로서 14년 동안, 우리는 중요하고도 명백한 가치를 우리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것들을 간과하거나 그들이 이를 어른의 잔소리로 느끼기 쉬운만큼,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올해 Brookline
High School에서의 중요한 일에 그들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것입니다. BHS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을 믿고 도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자유와 책임. 여러분은 Brookline High School에서 많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장 중입니다. 이러한 진행 중이라는 생각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BHS에서 성장 마인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창조합니다. 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행동인자에 의해 형성됩니다:
너, 나, 모든 사람.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취하는데 안전함과 보호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BHS를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일정
지난 주 화요일, 우리 학교의 교감인 Mr. Mason은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올해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2018-19년 동안 많은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적절한 학업 프로그램을 갖는 것에 대해 관심을
불러옵니다. 일정에 대한 질문, 관심사 또는 필요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설명된 과정에 따라 구글 양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Mr. Mason은 8월 30일 목요일에 우리의 아레나 데이에 참석하는 것이 귀하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여러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우리의 카운셀러들은 곧 돌아와 더 많은 일정 변경을 주도 할 것입니다. 학교가 1주일 반 이상
쉬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2022 수업 학과장으로서, Lisa Redding과 Brendan Kobus,우리 학교에 처음 온 학생들과 기념하는 날에 수업이
시작될것을 알리는 편지를 9학년 학생들에게 썼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과 건물과 캠퍼스 곳곳에 많은 직원과
학생을 배치하여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영하는 공동체이며 새로운
학생은 곧 BHS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9월 7일 금요일에 학교로 오는 모든 학생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학과장 Redding과 Kobus는 학교 첫 2 일간의 일정표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수업개시일 9월 6일 - 9월 7일 일정.
출석 절차
우리가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출석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출석률을 기록하여 학업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기대합니다. Please review
our 출석 절차 in the BHS 핸드북. 요컨대, BHS 출석 정책은 총 결석과 무단 결석에 대한 한도를 설정합니다. 학년
전체 과정에서 총 21회 (결석 사유가 있을지라도) 또는 학기 당 총 11회 이상 결석 할 수 없습니다. 출석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올해의 공통적 지각 예상을 발표하면서 학습 시간이 신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수업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단순합니다: 출석률이 저조하여
학점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장과 학습을 넘어, 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다양성과 포용, 안전과
보안을 증진시키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좋은 학습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
각자는 - 학생, 교사, 직원, 행정관 - 서로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음을 이해해야합니다. 저는 개강 시 이 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적 담론이 견고하고
존중받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6일과 7일에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보게 될 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여러분을 위한 학교
준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hony Meyer
교장

주간 일정
BHS는 매주 순환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또는 “블록”은 요일에 따라 다른 시간대에 주당
4 회씩 이루어집니다.
하루의 넷째 블록은 점심 시간이며, 블록 동안 가지는 수업에 따라 세 가지 점심 (첫번째 점심, 두번째 점심, 또는
세번째 점심 중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매일 다른 점심 블록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어느 점심 블록을 가지게 될지
아는 방법: 1) 주간 일정을 보고 수업과 블록 연결; 2) 점심 일정을 보고 해당 점심에 수업을 맞춤. 학생은 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Brookline High School
점심 일정 2018‐2019

점심 블록

가을 학기

첫번째 점심/ 수업 3

세계 언어, 수학, 개인지도

두번째 점심/ 수업 2

ELL (영어 학습자), 영어,
사회학
과학, 공연 예술, 건강과
피트니스 (H&F),
직업 기술 교육 (CTE),
시각 예술, 학습센터.

세번째 점심/ 수업 1

봄 학기
ELL (영어 학습자), 영어,
사회학, 개인지도
세계 언어, 수학
과학, 공연 예술, 건강과
피트니스 (H&F),
직업 기술 교육 (CTE),
시각 예술, 학습센터.

오픈 캠퍼스
Brookline High School의 오픈 캠퍼스는 학교 시간 동안 생산적으로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 학생을 위한 임의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BHS에서의 자유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자신들의 책임을 잘 대비하게 했다고 전합니다.
자유와 책임!
오픈 캠퍼스는 책임감있는 학생이 이 특권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주어집니다. 오픈 캠퍼스는
자동으로 학생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학생 자격 요건:
 2.0 (C) 또는 그 이상의 G.P.A 평점.;
 나비언스 (Naviance) 학습 스타일 인벤토리를 완성하고 이를 완료했다는 확인 서명을 지도
카운셀러로부터 받습니다.
 미결제 대출 전표가 없어야합니다. 학교에서 대출받은 책이나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학부모의 허가와 공부방 중단 표시를 포함한 오픈 캠퍼스 신청서 제출.
 완성된 신청서, GPA 평점 2.0 점, 양호한 시민권 상태 및 출석률 기록을 기반으로 학장의 승인을
얻으십시오;
 학업 성취도, 양호한 시민권 상태 및 출석에 관해 이러한 기준을 유지하십시오
1 개 또는 그 이상의 스터디 홀이있는 신입생은 최대 4 개의 오픈 블록까지 이 스터디 홀 대신 오픈
캠퍼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이 없는 일정이있는 경우, 오픈 캠퍼스가 일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절차:
1. 자문 교사로부터 오픈 캠퍼스 신청서 받기 - 2 월에 가능.
2. 오픈 캠퍼스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섹션에 학부모/보호자 서명.
3. 일시 중단하고자하는 수업의 양식을 작성. 예,월요일 G-블록, 수요일 A-블록 등. 최대 4개의
스터디 홀으로서 그 이상을 초과 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나비언스 (Naviance) 패밀리 컨넥션에 로그인하여 왼쪽 클릭: 내 학습 스타일, 그리고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를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카운셀러의 서명을 양식에 받도록
하십시오.
5. 이 새로운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귀하의 헌신을 나타내는 양식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십시오.
6. 285호실의 Mrs. Fagan에게 오픈캠퍼스 신청서를 제출. 학과장 Redding, Alexander 및 Kobus는
GPA 평점, 출석 및 징계 기록을 검토하여 최종 승인을 결정합니다. BHS에서의 양호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7. 신청서가 승인되면 홈룸의 신규 일정표 사본을 사본을 받게됩니다. 신규 일정표를 받기 전에는
현재 일정을 따라야합니다.

출석 절차
우수한 학생 출석률은 전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학습을 촉진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있을 때, 그
또는 그녀는 예정된 모든 학교 수업 및 프로그램에 출석해야합니다. BHS 출석 정책은 모든 학습실에서
학습 학습을 개선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BHS는 학부모/보호자와 학생이
양호한 출석률의 중요성을 토론하고 학교 결석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는 또한
질병이나 다른 사건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알리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결석 동안 놓친
수업은 학생의 책임입니다. 교사는 예기치 못한 결석 (예: 질병으로 인한) 동안 학생을 지원하지만,
사전에 교과 과정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재교육하거나, 결석을 계획한 학생에게 보충 수업을 제공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총 결석 한도 (예외 또는 무단)
Brookline High School은 학생이 학교에 정기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대한 학점은 학습자 공동체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단계별 작업을
포함합니다. 학생은 1년 장기 과정의 경우 총 21회 결석 (수업이 140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
15%), 학기당 11회의 결석 또는 5번의 주 2일 결석으로 제한됩니다. 이 상한을 초과하는
결석은 과정에서 학점이 없게됨을 의미합니다. 이 출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종 성적이
“N”으로 성적 증명서에 표시됩니다.
a. 모든 결석은, 종교적인 휴일,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A.P.시험, 특수 교육
시험 및 회의, 중국 교환 또는 정학의 결과로서의 결석을 제외하고는 예외 또는 무단
결석에 상관없이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b. 연장된 건강 응급상황/입원을 한 학생은 전체 결석 한도에서 결석을 면제하기 위해
교장 심사를 요청할 수있도록 학장과 상담 할 수 있습니다.
2. 결석 사유 제출
a. 학부모/보호자는 학급 담당 교사와 정확한 기록 보관 및 효율적인 보충 조치를 보장하기
위해 결석 당일 오전 10시 이전에 학장 비서에게 연락해야합니다. 결석 보고서 작성을
도움을 받기 위해 언제든지 각 학과장/프로그램 코디네이터의 사무실에 메시지를 남길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이후에 제출되면, 결석은 무단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i. 결석 당일 마감 오전 10시를 지난 부모/보호자는 메모, 이메일 또는 전화 메시지를
통해 최대 결석일 3일 후 까지 무단 결석에 대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ii. 3일간의 수업일자가 지난 후의 결석 사유서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b. 자녀가 학교 건물에 남아있는 경우 학부모는 단일 수업에 대한 결석 사유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건물 외부로의 일시 결석 (늦은 수업 참여, 조기 수업 종료, 정오 결석)은 결석을
요청하거나 학과장의 비서에게 메모를 제출 한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이러한 결석은
결석일이 지나기 전에 사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c. 학생이 오류로 무단 결석 조치를 받게되면 학생은 즉시 교사와 함께 오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3. 지각
수업 시작 후 20 분 이상 늦게 도착한 학생은 해당 수업에 대해 지각/결석으로 표시됩니다.
학생은 수업의 혜택을 받고 결석한 수업의 진도를 따라 잡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교실에 남아 있어야합니다. 교사는 학생과의 보충 시간을 가질수 있으며 지각/결석을
지각/출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각/결석은 총 결석 한도에 포함됩니다.
4. 무단 결석 (AWOL)

Brookline High School은 학생들이 모든 수업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래 나열된 것은 1 년
과정의 무단 결석에 대한 결과입니다; 학기 중 또는 부분 학점 과목에 대한 무단 결석 횟수가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a. 첫번째 및 차후 무단 결석 (AWOL): 교사가 시험과 퀴즈를 포함하여 무단 결석일수로
인해 학점을 반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학생 지명.
b. 1번째-5번째 무단 결석 (AWOL): 교사 및 학과장에 의해 가정과 의사 소통, 진보적
훈육 적용.
c. 6번째 무단 결석 (AWOL): 과정의 성적 “N”. 교사 상담. 출석 개선 계획이 수립되고
출석 개선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행정관은 교장에게 과정 완료시 “N”을
삭제하도록요청하는 학생의 이의제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석 (AWOL)은
출석 개선 계획 과정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오류가있는 경우 제외).
d. 10번째 무단 결석 (AWOL): 코스의 최종 성적 “N”. 이의제기 불가.
e. 학기 과정의 경우, “N”의 최종 학점은 출석 개선 계획과 이의 제기에 따라 3번째 무단
결석 (AWOL) 이후에 나타납니다. 5번째 무단 결석 (AWOL) 이후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알림
a. 학교는 학부모에게 자동 전화 메시지를 보내어 학생이 무단 결석을 한 날에 이를
알립니다. 이 전화통화는 무료이며 결석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b. 학부모는 항시 X2 학부모 포털에서 모든 출석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c. “Q”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출결 문제를 경고하는 경고 표시입니다.
 분기: 분기당 6회 이상 결석 또는 2번의 무단 결석 (AWOL)을 하면 성적표
등급이 “Q/(성적)”이 됩니다.
 년: 1년에 12번의 결석 또는 4번의 무단 결석 (AWOL)은 학기 중에 성적표에
“Q”등급이 표시됩니다.


분기에서 “Q”를 받는 학생은 자신의 출석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과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학장/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면담해야합니다.
학부모에게 이 회의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6. 성적증명서
학생의 공식 성적증명서에는 “N”만 표시됩니다. 분기별 “Q”는 경고이며 성적표에만
나타납니다.
7. 보충 수업
일부 과목에서 “N”을 받는 학생은 과정에서 35회 이상 (수업의 25%, 부분 학점 과목 비례)
결석하지 않았다면 여름 학교 수업으로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를 초과하는
결석은 여름 학교의 계절학기 “보충”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게합니다. 이 경우 여름 학교에서
원래 학점을 수강해야하거나 다음 해 다시 수강해야합니다. (BHS 여름 학교에서 제공되는
“원래 학점”영어 수업은 없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이의 제기
학생이 출석 개선 계획을 이행하면 학장은 교장이 “N”을 제거하도록 교장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장이 승인한 이의 제기는 극히 드문 경우이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석 절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왜 이러한 출석 절차가 필요합니까?
교수진과 자문관은 학문적 가치와 사명에 맞게 출석 절차를 수년간 개발해 왔습니다. 2013-14 학년도에 시작된
절차는 가장 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중심 신념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Brookline High School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은 동료 및 교사들과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관습은 학생들에게 필요하거나 권장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결석을 허용했으며 이러한 관행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손상시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절차는 학생의 교육의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결석 제한 (경고 포함)을 설정합니다. 숫자로
표기되는 이 절차에서는 학생이 전체 수업 시간의 85% 이상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합니다.

우리 아이가 수업에 결석 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업 이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결석했을 때 교사는 결석한 학생을 표시하며 학교는 학부모에게
무단 결석 (AWOL)을 알리는 전화를 하게됩니다. 학부모 포털에서도 동일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털에서는 학급 담당 교사가 결석을 보고 할 때 어떤 통보 방법으로 알림을 받게될지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포털에 접속할 수 없어 자녀의 출석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학부모 포털 액세스 및 연결 문제는 다음의 이메일로 연락을 하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bhsinfo@psbma.org
Q/등급이란 무엇입니까?
Q는 학생이 그 코스의 결석 횟수에 대해 위험 지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고로 사용하는 기호 등급입니다.

시간 보충을 위한 계약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출석 계약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고 등급인 “Q”에 도달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학급에서의
학점 손실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학생의 행정관과 함께 상의를 해야합니다.

결석과 지각은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교사는 수업에서 자신의 채점 기준을 설정하고 9월에 이러한 기준을 과정 기대에 게시합니다. 과도한 무단
결석이나 지각은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적표에서 N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N 등급은 과목에서 과도하게 결석했기 때문에 학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A 평점에서 N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N과 Q 등급은 GPA 평점에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지각/결석은 총 결석 한도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수업에 20 분 이상 늦은 학생은 다른 결석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날 수업을 결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학부모가 수업 일 중도에 결석 사유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 의사의 진료 등을 위해 중도 결석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경우 이는 계속해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건물에
남아있는 학생에 대한 허가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상의 사유로 빈번한 결석을 하게된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행정관 및/또는 지도 카운셀러와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N 등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그러한 과정은 학생의 행정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의 제기는 드문 경우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결석 사유가 없이 결석한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여전히 보충 수업을 받을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결정은 학급 담당 교사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결석한 건강 및 피트니스 (체력)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예. 출석 절차는 Brookline High School의 모든 수업/과목에 적용됩니다.

견학 (현장 학습)은 왜 중요합니까?
견학 (현장 학습)은 Brookline High School에서 교육 경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해 우리는 프리덤 트레일,
프랑스, 멕시코, 의료 지역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육적 경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출석 절차의 이면에있는 철학은 동료와 교사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는 경험이 최고 수준의 교육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학기가 주어진 해에 얼마나 많은 개별 수업을 결석하는지를 알게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독감에 걸리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몇 차례 질병에 걸려 거의 15번 정도의 과학 수업에
결석하는 학생은 현장 학습에 대해 재고를 해야합니다. 그것은 학생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무 많은 수업을 결석하여 다른 과학 수업, 수학 수업, 영어 수업, 요리 수업 등을 놓칠 여유가
없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Brookline High School은 자유와 책임, 그리고 학생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여러분이 견학 (현장 학습)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학교는
학생이 강의 시간을 이해하는 책임을 지고, 견학 (현장 학습)과 같이 다른 수업의 연장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간 진행 보고서 (IPR)
이 보고서는 각 분기의 중간에 일년에 4 번 학생과 가족에게 배포됩니다. 중간 진행 보고서 (IPR)는 학생의 학업
진행 (성적/설명 섹션)과 현재 출석 (오른쪽 열)을 나타냅니다. 중간 진행 보고서 (IPR) 및 성적표는 BHS 가정이
연중 내내 받게 될 진전에 관한 주요 의사 전달 수단입니다. 특정 수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의 학장 사무실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진행 보고서 (IPR)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 키: EX- 허가받은 결석, UX - 무단 결석, TC - 수업으로의 지각

중간 진행 보고서 (IPR 및 분기 성적)
중간 진행 보고서 (IPR) 및 분기 성적
Brookline High School 교수진 및 직원은 모든 학생의 학문적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 가족 및 관련 학교
직원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 정신에 따라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진행 보고서 (IPR)에
대한 표준화 또는 자유 형식의 텍스트로 의견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의견은 각 학생별로 개별화되며
다음 중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수행, 과제 완료, 참여 및 행동. 성적은 학생의 현재 성적이 D
또는 E 범위에 있지 않는 경우, 보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은 IPR 이후로 상당한 점수가 변경된 경우 분기별 성적표에 표시됩니다.

Brookline High School
성적 타임라인 2018-2019 V.1
참고: 모든 개별 진행 보고서 (IPR)와 성적표는 가족 및 학생 포털에서 해당 년도분이 발급됩니다
IPR (개별 진행보고서)
입력 마감
IPR (개별 진행보고서) 발급
성적표
분기 마감
입력 마감
성적표 발급

1분기 중순

2분기 중순

3분기 중순

4분기 중순

2018년 10월 9일 화요일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1분기
2018년 11월 7일 수요일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2분기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2019년 2월 5일 화요일
2019년 2월 7일 목요일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3분기
2019년 4월10일 수요일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2019년 5월 23일 목요일9
4분기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6월 24일 해당 주
졸업반: 6월 4일 화요일

중간고사: 2019년 1월 25일, 2019년 1월 28일, 2019년 1월 29일
졸업반 기말 고사: 2019년 5월 28일, 2019년 5월 29일, 2019년 5월 30일
기말 고사: 2019년 6월 17일, 2019년 6월 18일 (기상악화로 인한 휴일등으로 6월 24일과 25일로 지연될수 있음)
학교 취소에 따라 날짜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Brookline High School의 전자-자료
나비언스 (Naviance)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

직업 및 대학 탐험
활동, 대학에 BHS
신청서를 보내고,
카운슬러로부터
메시지를 보내고 받고,
대학 방문을 신청하고,
가능한 장학금을
확인하고, 대학 과정에
대한 정보 얻기

X2 포털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고 중간
진행 보고서 (IPR) 및 성적표
얻기

Canvas

BHS 안내 웹사이트

Canvas (캔버스)는
(
과제 책과캔

부서 자체 및 제공하는

비슷합니다. 학생은
버
숙제를 찾고, 숙제를
스
제출하고, 교사에게
)
연락하기 위해
그것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턴십 및

9 일부
사용합니다.

강조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여름 프로그램에 액세스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취업 탐구에 대한 자료를

선생님만이 이 목적을
위해 Canvas
(캔버스)를
사용합니다
학부모에게
유용한 점:

비밀번호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사용
빈도 제안:

학생과 대학 검색을
실시하고 BHS 대학
입학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위 참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이트는 학생이
시간과 학업 우선
순위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자녀의 지도 카운셀러에
대한 연락처 정보와 함께
대학 절차에 관한 표준화된
정보

자녀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부모님과
공유해야합니다

예, 연초에 하나를 받으셨습니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bhsinfo@brookline.k12.ma.us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 참조! 학생의
학업 성취도 또는
수업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아니요 - 이 사이트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절차 중
필요에 따라

학생의 출석과 그/그녀의 성적
관계에 대한 상태를 얻기에
충분하므로, 일주일에 한번

드묾

필요시

Brookline High School 자문 프로그램
자문은 모든 BHS 학생에게 동료 및 교수진과의 비 학업 환경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Brookline High School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학교 커뮤니티에서의 학생의 역할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함;
 4년의 기간 동안 동료 집단의 다양성을 평가하고 탐구하도록 함;
 커뮤니티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함;
 고등학교에서 성인 및 동료 동료 멘토와 연결되는 규칙적이고 일관된 장소를 가지도록 함;
 고등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학문적 및 사회적 목표를 반영할 시간을 가지도록 함.
자문 프로그램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가 적고 과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자문 블록은
학교 전체 또는 학년별 주제에 대한 동료 또는 교수 자문과의 대화, 학급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자문단과
일대일로 만나는 데 사용됩니다. 협의회는 사이버 시민권, 환경 시민권, 약물 남용 방지, 공동체 구축,
학교 정책 및 문화와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수진과의 협력 자문위원은 성장 마인드를
키우고, 노력을 성공과 연결 시키며, 자신의 학습을 소유하고, 책임있는 기술 사용 및 문제 해결과 같은
주제에 중점을 둡니다. 자문은 또한 고등학교 때 배움의 가치가 낮게 여겨지는 부분인 “놀이”가
일어나는 장소이기도합니다. 자문은 합격/불합격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며, 학생이 BHS에서
전과목을 공부할 때 동일한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수업입니다.

규칙 1.4: 개인 전자 장치에 관한 정책
Brookline High School은 현재 세계의 기술 보급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 상호 작용과 강한 인간 관계의
수립을 우선시하는 학교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SMARTS를 믿습니다:
S (학생): 학생은 BHS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 (예절): 학생은 기술에 관한 예의 범절을 배우고 BHS를 졸업합니다
A (가용성): 학생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R (존중): 학생은 기술을 사용할 때 존중해야합니다
T (교사): 교사는 교실에서 기술을 사용할지와 사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S (정숙): 모든 기술 사용은 정숙하게 해야합니다
개인용 전자 장치는 정보를 저장, 처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무선 및/또는 휴대용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에는
휴대 전화, 호출기, 스마트 폰/PDA, 컴퓨터/태블릿, MP3 플레이어 및 기타 휴대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AV
녹음 장치 또는 카메라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술 및 개인 전자 장치의 사용은 특권이며 학교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교실에서의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합니다. 따라서 기술을 존중하는 데 따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쿼드를 포함한 건물 내의 어느 곳에서도 통화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8시 15분부터 수업
종료시까지 유효합니다. 휴대 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메인 입구의 아트리움 밖 현관에서만 허용됩니다.
헤드폰: 학생은 건물 내에서 목 위 부분에 헤드폰을 착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헤드폰을 목
아래부분에 착용하거나 보이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꺼져 있어야 합니다. 음악/소리가
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교사 또는 사서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경우에만 교실에서 헤드폰을 보이게 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8시 15분부터 수업 종료시까지 유효합니다.
수업 시 전자 제품 사용: 수업 계획서 또는 수업 기대치의 일부로 기술에 관한 각 교사의 정책에 대한 서면
통보가 학생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SMARTS 포스터는 모든 교실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전자 장비를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학교가 조치를 취하거나 및/또는 경찰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 교직원 또는 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괴롭힘이나 악의적인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전자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여 속임수, 표절 또는 비밀리에 다른
사람의 의사 소통을 기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자 장비의 오용은 아래 나열된 것 이외의 다른 결과 이외에 장비의
즉각적인 몰수를 초래합니다.
결과
새로운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는 점진적인 훈육이 적용될 것입니다. 학생이 직원의 합당한 요청 (즉,
이름이나 관리자의 이름을 제공)에 응답하지 않으면 일시 정학을 포함한 추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월

11 월 15 일

8 월 17 일
8 월 30 일

가을 스포츠 시작/연습 시작

11 월 20 일

1 분기 성적표 발급
오후 6:00

국제 추수 감사절 만찬

MLK

9:00‐
12:00
12:00‐
4:00

아레나 데이, 9-12 학년

도서관

11 월 21 일

정오 수업종료 - 펩 랠리

국제 학생 오리엔테이션

결정중

11 월 22, 23 일

추수 감사절 휴일

9월5일

오후 6:45

가을 스포츠의 밤

강당

12 월 1 일

오전 7:30

SAT 시험

147

9월5일

오후 5:00

STS 9 학년 학부모의 밤

163 호실

12 월 4 일

오후 7:00

신입생 PTO 회의

MLK

9월6일

오전 8:00

신입생을 위한 개학일

12 월 5 일

오후 3:30

신입생 연극 마티네

Blk Box

8 월 31 일

9월

12 월

9월6일

오전
10:45

10-12 학년 신규 학생 오리엔테이션

MLK

12 월 6 일

오후 5:00

레이스 릴

MLK

9월7일

10-12 학년 개학일

12 월 6, 7, 8 일

오후 7:30

신입생 연극

Blk Box

9 월 10 일

수업 없음 - Rosh Hashanah

12 월 8 일

오전 7:30

ACT 시험

147 호실

9 월 12 일

오후 7:00

신입생 PTO 회의

강당

12 월 10 일

오후 6:30

왕따/사이버 괴롭힘 관련 발표회

MLK

9 월 13 일

오후 7:00

소포모어 (2 학년) PTO 회의

강당

12 월 11 일

오후 5:00

레이스 릴

MLK

12 월 11 일

오후 7:00

주니어 및 시니어 PTO 대학의 밤

강당

조기 수업종료
AALSP Kwanza (콴자) 축제 기념식

MLK

윈터 콘서트

강당

9 월 19 일
9 월 24 일

수업 없음 - Yom Kippur
오후 7:00

시니어 PTO/지도 회의

강당

12 월 12 일

학교 사진 - 하루종일

Schluntz

12 월 13 일

오후 12:4
0
오후 7:00
오후 7:00

9 월 25, 26,
27 일
9 월 25 일

오후 7:00

주니어 PTO 회의

강당

12 월 14 일

9 월 26 일

오후 6:30

MLK

12 월 20 일

2 분기 중순 IPR (개별 진행보고서) 발급

9 월 27 일

X‐블록

METCO (메트로폴리탄 교육 기회
위원회) 학부모 회의
클럽/활동 박람회

12 월 24 일1월1일

겨울 방학

9 월 27 일

오후 5:00

레이스 릴

싸이프레
스
MLK

9 월 29 일

오전 8:15

시니어 대학 에세이 워크숍

카페

1월4일

오후 7:30

공연 향상 필요

강당

1월9일

오후 7:00

소포모어 (2 학년) PTO 회의

MLK

1 월 10 일

오후 5:30

레이스 릴

MLK

오후 7:00

격년 박람회

오후 3:30

스위니 토드 마티네

10 월
10 월 1 일

오후 6:00

국제 학부모의 밤

MLK

10 월 3 일

오후 7:00

PTO: 베이핑에 대한 진실 (전 학년)

강당

10 월 6 일

오전 7:30

10 월 8 일

147 호실

수업 없음 - 원주민의 날

10 월 11 일
10 월 11 일

오후 6:30

10 월 12 일

오전 7:30

10 월 13 일

SAT 시험

오전 7:30

10 월 17 일

오후 7:00

10 월 18 일

1 분기 중순 IPR (개별 진행보고서)
발급
백투스쿨 나이트

1월

1 월 14 일
1 월 16 일
1 월 17, 18,
19 일
1 월 21 일

강당

PTO 직원 감사 조식

MLK

PSAT 시험

147 호실
강당

1 월 24 일

스위니 토드 마티네

카페
강당
강당

수업 없음 - MLK 의 날
오후 7:00

1 월 25, 28,
29 일
1 월 30 일

Fr. PTO 회의

MLK

중간고사
2 분기 종료

2월

오후 5:00

재정 원조의 밤, 주니어 및 시니어
학부모님
레이스 릴

MLK

2월5일

오후 7:00

주니어 PTO 회의

MLK

10 월 23 일

오후 7:00

NHS 인도식

강당

2월9일

오후 7:00

전체 타운 코러스 콘서트

강당

10 월 25 일

오후 7:00

BPEN 과 함께하는 신입생 학부모의 밤

MLK

2월7일

10 월 27 일

오전 7:30

ACT 시험

147 호실

2월7일

오후 5:00

레이스 릴

MLK

10 월 31 일

오후 3:30

셰익스피어 마티네

강당

2월9일

오전 7:30

ACT 시험

147 호실

2 월 11 일

오후 7:00

소포모어 (2 학년) PTO 회의

MLK

11 월 1 일

오후 7:30

셰익스피어

강당

2 월 12 일

오후 7:00

주니어 학부모 및 학생

강당

11 월 2, 3 일

오후 7:30

셰익스피어

강당

11 월 3 일

오전 7:30

SAT 시험

147 호실

2 월 182 월 22 일
2 월 26 일

11 월

1 분기 종료
학교 사진 재촬영 - 하루 종일

11 월 8, 9, 13 일

MLK

3월6일

강당

3 월 7, 8 일

11 월 8 일

오후 5:00

11 월 8 일

오후 7:30

카메라타/오케스트라 콘서트

11 월 9 일
11 월 14 일

Schluntz

오후 7:00

시니어 PTO 시니어 학년 학생 관리

오후 7:00

시니어 PTO 회의

MLK

3월2일

하루종일

주립 음악제

강당

오후 3:30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재시험
‐ ELA
봄 연극 마티네

Blk Box

오후 5:00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재시험 수학
레이스 릴

MLK

오후 7:30

봄 연극

Blk Box

오전 7:30

SAT 시험

147 호실

3 월 4, 5, 6 일

수업 없음 - 교사를 위한 PD 의 날

11 월 14, 15 일

2 월 방학

3월

11 월 7 일
11 월 7 일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재시험 ‐ ELA
레이스 릴

2 분기 성적표 발급

3월7일
MLK

3 월 7, 8, 9 일

11 월 15 일

오후 7:00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재시험 ‐ 수학
혁신 기금 갈라‐Rama

3 월 15 일

오후 7:30

아카펠라 축제

스튜디오 1

3 월 16 일

오후 6:00

아카펠라 축제

스튜디오 1

5 월 23 일

3 월 16 일

오후 7:30

아카펠라 축제

스튜디오 1

결정중

오후 6:30

체육 연회

BU

3 월 21 일

오후 6:30

대학 박람회

카페

5 월 24 일

오후 7:30

경기력 개선 필요

강당

3 월 22 일

오후 6:00

3 월 26, 27 일
3 월 27 일

오후 7:30

3월9일
3 월 14 일

주니어 세미-포멀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시험 ‐ ELA
마스터워크 콘서트

오후 7:00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의 대학 지원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시험 수학
4 분기 IPR (개별 진행보고서) 발급

5 월 21, 22 일

5 월 27 일

수업 없음 - 전몰자 추도기념일

5 월 28 일5 월 30 일
아트리움

4월
4월2일

3 분기 IPR (개별 진행보고서) 발급

MLK

졸업반 기말 고사

6월
6월1일

오전 7:30

SAT

6월3일

오후 6:00

시니어 무도회 / ATP 파티

147 호실

조기 수업종료 ‐ 오후 12:30

4월3일
4 월 4, 5 일

오후 6:30

4 월 10 일

뮤직 컬렉티브

오후 7:00

MEFA 의 밤

4 월 11 일

오후 6:00

4 월 13 일

오전 7:30

북스미스 (Booksmith)에서의 시 낭송
축제
ACT 시험

오후 7:00

4 월 25 일

시상식

MLK

147 호실

강당

3 분기 성적표 발급
오전
10:00
오후 7:00

6월5일

오후 6:30

6월6일

4 월 방학

4 월 25 일
4 월 25 일

강당

3 분기 종료

4 월 10 일

4 월 15 일‐
4 월 19 일
4 월 23 일

6 월 4, 5 일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시험 ‐
과학
METCO (메트로폴리탄 교육 기회 위원회)
졸업식
시니어 데이

6월6일

오후 6:30

ACE (교육 대안책) 졸업식

싸이프레
스
MLK

6월7일

오후 6:00

SWS 졸업식

쿼드

6월8일

오전 7:30

ACT 시험

147 호실

6월9일

오전 9:00

장학금 조찬

쿼드

6월9일

오후 1:00

졸업식

6 월 10 일

오후 6:00

AALSP EOY 기념식

싸이프레
스 필드
MLK

채용 박람회

Quad

6 월 17, 18 일

기말 고사

BHS/뉴턴 노스 콘서트

아트리움

6 월 20 일

4 분기 종료

5월

취소가 없는 경우, 학교 마지막 날

5월1일

오후 7:00

시니어 PTO 회의

MLK

5월2일

오후 5:00

레이스 릴

MLK

5월2일 ‐
5월4일
5월4일

오후 7:30

프로그레션

강당

오전 7:30

SAT 시험

147 호실

AP 시험

147 호실

5월6일 ‐
5 월 17 일
5월8일

오후 7:00

주니어 PTO 회의

MLK

5 월 10 일

오후 7:00

향상 필요

강당

5 월 15 일

오후 7:00

소포모어 (2 학년) PTO 회의

MLK

5 월 16 일

오후 7:00

Fr. PTO 회의

MLK

5 월 16, 20,
22 일
5 월 17, 18,
23 일

오후 7:30

봄 뮤직 페스티벌

강당

오후 3:00

학생 감독

강당

MLK

6 월 21 일6 월 27 일

악천우로 인한 취소 수업 보충일

체육부 2018‐2109
보다 자세한 정보는 http://bhs.brookline.k12.ma.us/athletics.html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스포츠 8월 17일 축구 시작; 8월 20일 치어리더 시작; 모든 기타 가을 스포츠는 8월 23일에
시작
 겨울 스포츠 11월 26일 월요일에 시작
 봄 스포츠 3월 18일 월요일*에 시작
*예외 = MIAA가 아닌 스포츠 (크루, 세일링이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음

즉 크루는 2월 방학 후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브루클린에서의 운동 경험은 많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운동 경기는 긍정적 자긍심과 행복감을 계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운동 경기의 모든 단계에서
목표는 우수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학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운동 프로그램의 의미는
광범위합니다.
공정한 놀이, 팀웍 및 자기 훈련을 배우는 동안, 학생-운동선수는 그들의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도전을
받게됩니다. 모든 학생-운동선수는 최적의 개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수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학생-운동선수는 자신의 기술을 개발하고 잘 훈련된 환경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합니다. 모든 팀은 각자의 리그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유연하고 Brookline High School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여 전체 학생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운동 경기는 다른 사람의 기술과 공헌, 공통의 목표를 향한 헌신, 신체 활동의 즐거움에 대한
감사를 가르칩니다. 운동 경기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능력에
기여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우정을 길러주고 Brookline High School에서의 삶을 훨씬 넘어서는 자아와
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옵니다.

@BHS_Warriors의 트위터를 팔로우하세요

Brookline High School 도서관
친애하는 학부모 여러분,
BHS 도서관/정보 기술 프로그램은
편안하고 환영받는 분위기 속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중요한 자료와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열정적인 독자, 숙련된
연구자, 윤리적인 사용자 및 정보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가로 독서를 하거나 학급 과제 해결을
하는 학생 모두를 환영합니다. 학생들은

도서관 자료
대출 가능
책, 전자 책, 오디오 북 및 잡지
오디오 및 전자 책 플레이어
크롬 북, 헤드폰 및 비디오 장비
항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자료:
도서관 카탈로그
구독 데이터베이스
Flipster (온라인 잡지)
과제 연구 가이드
시험 준비 자료
Noodletools (학생 연구 플랫폼)

또한 연구 프로젝트, 외부 독서 도서
제안 또는 과제 수행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들릅니다. 올 해에도 모든
학생에게 탁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bhslibrary.weebly.com

감사합니다,
BHS 사서

도서관 개관시간
월요일 – 7:45 – 4:00
화요일 – 7:45 – 2:50
수요일 – 7:45 – 4:00
목요일 – 7:45 – 4:00
금요일 – 7:45 – 2:15

연락처
617-713-5029
Bhs-library@psbma.org

건강 서비스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 여러분,
건강 서비스와의 파트너십은 학생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건강상의 문제 또는 질병,
상해, 사회적 정서적 문제, 특별한 필요 또는 예정된 약물 치료 또는 절차에 관한 최근의 병력에 관해서는 학교 간호 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하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제한 사항이나 편의 사항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개별 직원이 이를 알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공유됩니다. 모든 양식은 팩스, 우편을 통해 건강
진료소로 보내거나 직접 147호실에 전달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주치의 (PCP)의 사무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약속을 잡으려면 아래 명시된대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만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서비스에 관한 정보: 브로셔, 정책, 의약품 양식, 건강 관리 플랜 또는
웰니스 업데이트: https://www.brookline.k12.ma.us/healthservices.
건강하고 생산적인 학년을 만드십시오!
고등학교 클리닉 연락처 정보
Megan Day, BSN, RN megan_day@psbma.org
Kate Donnelly, MA, BSN, RN kate_Donnelly@psbma.org
Jill Seaman-Chandler, MEd, BSN, RN jill_seaman-chandler@psbma.org
전화: 617-713-5151
팩스: 617-713-5153
학생 건강 서비스 코디네이터
Tricia Laham, MEd, RN, BSN, NCSN
tricia_laham@psbma.org
전화: 617-713-5127

건강 서비스
학교 건강 프로그램의 사명은 모든 학생의 성장, 발달 및 학업 성취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등록된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강 및 웰니스를 증진합니다:






응급 처치, 응급 치료, 신체적, 정신적 및 행동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의뢰 제공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학생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추천을 보장하기위한
파트너십 구축
특별한 의학적 필요에 대한 정기 간호 관리
전염병 감시 및 모니터링 제공
건강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주가 위임한 선별 프로그램 운영

매사추세츠 공중 보건국은 포괄적이고 협조된 학교 보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을 요구합니다:
예방 접종/신체 검사
 신입생의 학부모/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가 완료한 예방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참고: 의료 또는 종교적 면제를 받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매 학년도 초에 매년 이를 갱신해야합니다.
 신입생의 부모/보호자는 미국 내 의사가 작성한 신체 검사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입학하기 전 1년 이내의 신체
검사 기록 제출 가능.
 10학년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보호자는 최근 신체 검사 (1 년 이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합니다. 자녀가
필요한 부스터를 받았는지 주치의 (PCP)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학교 대항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BHS
선수는 MIAA 규정에 따라 체육부에 매년 신체 검사 기록을 제공해야합니다.
건강 검진
 MDPH 위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o 9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청력, 시력 및 자세 검사를 받게됩니다. 자세 교육 심사는 체육 교사와 협력하여
완료될 것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청력이나 자세 문제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있는 경우, 검사를 면제하도록
의사의 소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10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신장/체중 및 BMI (체질량 지수) 측정을 받게됩니다.
건강 상태
 모든 학부모/보호자는 학년 초에 학생 자문을 통해 집으로 보내질 건강 및 의료 응급 카드를 작성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카드 뒷면의 건강 기록을 포함하여 양면을 작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복잡한 의학적 요구에 대해 개별화된 의료 계획 (제공된 링크 참조)을 작성해 주십시오
o 천식
o 당뇨병
o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o 발작
의약품
➢ 학생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투약을 받을 경우 MDPH는 의사의 명령과 서명이 있는 부모/보호자 승인서를
매년 요청합니다. 이 허가는 학생이 학교 수업 중 약물을 자가 관리 할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BHS는 오픈 캠퍼스이며 수업은
여러 건물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학생은 견학 또는 자유 시간 동안 캠퍼스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식 및/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학생은 항상 구조 흡입기 및/또는 에피네프린 자동 주사기를 휴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은 건강 클리닉에 여분을 보관할수 있습니다. 참고: 약물은 항상 학부모/보호자가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가져가야
합니다.

참여하기
다음 세 자원 봉사 단체는 Brookline High School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에너지와 창의력을 활용하며 BHS의 성공에 브루클린을 참여시킵니다. 이 조직은 학부모 및 커뮤니티
회원들에 의해 주도되며, 이들은 모두 Brookline High School의 강점과 우수성에 대한 헌신을 공유합니다.
그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Brookline High School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Brookline High School 학부모 교사 기구 (BHS PTO)
Brookline High School 학부모 교사 기구 (PTO)는 가정과 학교 간의 관계를 촉진하고 일상 생활에서 BHS
교육자와 관리자를 지원합니다. 우리는 신입생 환영 바베큐, 벚꽃 축제, 대학 에세이 워크숍 및 레이스 릴
영화의 밤과 같은 기금 보급 프로그램, 교실 자료에 대한 교사 요청 및 장학금 및 커뮤니티 구축 행사를
지원합니다. 학부모 교사 기구 (PTO)는 교과 과정 선택, 학업 지원 및 정서적 행복과 같은 주제에 대해 각

학급의 정규 학부모/보호자 회의를 후원합니다. 학부모 교사 기구 (PTO)를 지원하려면 필독인 위클리
블라스트 전자 뉴스 레터에 가입하고, 다음에서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주십시오:
http://www.bhs‐pto‐org
브루클린 교육 재단
1981년에 설립된 브루클린 교육 재단 (BEF)은 Brookline High School 및 K-8 학교에서 전문적인 학습 및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 및 교사를 지원합니다. 브루클린 교육 재단 (BEF)은 우수 교육 및 관리 리더십을
전담합니다. 브루클린 교육 재단 (BEF)을 지원하거나 교부금,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경우 www.BrooklineEducation.org 를 방문해 주십시오

BHS 혁신 기금
BHS 혁신 기금은 모든 학문의 성공을 촉진시키는 혁신적인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합니다. 혁신
기금은 교직원 주도의 교과 과정 창출,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 수행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활력을 높이고, 학생들을 고무시키고, BHS의 우수성을 지원하는 혁신 문화를 조성합니다. 20182019 학년도에 우리는 개교 20주년을 기념합니다. 우리의 비영리 단체와 프로그램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참여 방법을 모색하고, 행사 목록을 보려면 www.bhsinnovationfund.org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MYSCHOOLBUCKS
모든 학생은 www.MYSCHOOLBUCKS.com에서 학교 급식을 미리 결제해야합니다.
 귀하의 지구로 Brookline Public Schools를 선택해 주십시오.
등록에 관한 질문은 1-855-832-5226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Brookline High School: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학교 만트라 (진언) 배우기:
o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울것입니다
o 자유와 책임
o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문화를 창조합니다
o 여러분은 아직 성장 중입니다
사람들과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 사람 알기:
o 여러분의 선생님
o 여러분의 동료
o 여러분의 카운셀러와 사회복지사
o 여러분의 학과장과 교장
o 여러분의 홈룸 자문
o 여러분의 홈룸 멘토
o 비서



BHS에서의 학문적 성취
o 자신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
o 수업에 참여하고 도움 요청
o 모두가 국립 장학금의 영예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o 사회: 평균 B+ 유지
o 지름길은 없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의 조식 및 중식:
o 원하는 곳에 앉기
o 현금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카페테리아 계정
개설
o 더럽게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탁자를 깨끗하게
유지할것
o 음식은 반드시 카페테리아에서 먹어야 합니다
- 복도에서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사물함:
o 모든 학생에게 사물함 배정됨
o 사물함을 바꾸고자하는 경우, 학과장의
비서에게 새 번호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o 자물쇠 사용 및 키 조합 기록. 열쇠를 사용하는
경우 학과장 비서에게 열쇠 한본을 맡겨두기
도서관:
o
o
o
o

매일 8:00 – 4:00 개방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 요청!
여기에서 조용히 공부하기
헤드폰 사용은 허용됩니다

중요 학생 권리:
o 학교에서 매일 편하고 안전할 권리
o 존중 받을 권리
o 학생으로서 성공할 권리
o 도움을 받을 권리
o 고민이 있는 경우 카운셀러 또는 학과장과
대화할 권리
o 하루에 두개 이상의 주요 시험이나 프로젝트를
치르지 않을 권리

o
o

과제가 없이 종교적 휴일을 가질 권리
사회 복지사와의 비밀 보장 권리



중요 규칙:
o 정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기



질문 받을 경우 이름 말하기
o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는 경우 학과장에게
보고
o SMARTS 기술 정책 배우기
o 공통 영역이나 쿼드 영역에서 헤드폰 사용하지
말것
o 학교 생활에 적합한 복장 착용



시간 관리:
o 때로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조직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o 필요시 도움 요청
o “자기 시간”을 포함하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계획 세우기



과외 활동:
o 학교 또는 학교 밖에서 무언가에 참여
o X블록 동안 많은 클럽들이 모입니다
o 신입생은 더 환영받습니다!
o 60개 클럽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관심있는
클럽 새로 결성
o
학생 정부, 체육 팀, 교내 체육대회, 음악 그룹,
드라마, 서비스, 예술, 작업 등 고려.



출석 및 무단 결석 (AWOL):
o 좋은 출석률은 학습을 향상시키므로 정시에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o 학부모/보호자는 이메일이나 사무실로
전화하여 학장의 비서를 통해 결석 및 지각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o 새로운 출석 정책 배우기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학생 포털에서 본인 출석 확인



건강 및 피트니스 (체력):
o 9 학년에 3번의 반년 추가 요구
o 스포츠 팀을 통해 10-12학년에 가능



오픈 캠퍼스:
o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9학년 2번째 학기에
가능
o 좋은 학업 성적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석률이
높아야 합니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o
o



미리 계획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시험지/퀴즈를 망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과 만나십시오. 세션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수준 및 일정 계획:
o 자신의 한계 알기
o 스트레스 받지않기
o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더
쉽지만, 일찍 변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o 자신에게 도전하기
o 할일 미루지 않기
o 플래너에 과제 기록
o 캔버스를 정기적으로 확인
o 2학년 일정 계획은 1월에 시작합니다
o 일정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카운셀러에게
문의



험담 및
o
o
o
o



소문에 대해 바로잡기:
o 선생님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한 수업 취소
정책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관리자를 찾아서
교사가 없다고 보고해야합니다.



학교 절차:
o 수업을 변경하려면 최대한 빨리 양식을
삭제/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래 압박:
소문에 귀기울이지 말것
반응하기전에 도움받기
BHS에서 원하는 것을 얻으십시오
안전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수
있는 건물 안의 성인을 찾으십시오. 침묵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마십시오.

o

스포츠 팀을 결성하는 경우 스포츠
계약은건강과 피트니스 (H&F)로부터
면제됩니다…학점을 얻으려면 시즌을 완료해야
하며 육상 사무실 직원은 스포츠 완료 절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o 무한한 기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o 활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o 새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o 친구나 대학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해 내십시오.
o 성인들과 동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 대해 연락할 사람…
o …본인 학업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학급
담당 교사
o ...결석 또는 출석 관련 문제? 학과장의 비서
o …이야기하고자 하는 개인적 문제가 있는 경우?
지도 카운셀러
o …일정, 수업 또는 학점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지도 카운셀러
o …학생의 전반적 학교 경험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학과장
o …BHS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싶은 경우?
BHS 웹사이트의 행사 일정표

**자기 자신을 즐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 생활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리소스
섹션

Brookline High School
115 Greenough Street
Brookline, MA 02445
전화 메인 메뉴: 617‐713‐5000
www.bhs.brookline.k12.ma.us

주 사무실
Anthony Meyer, 교장
Kelli McDermott, 비서
Kathy Keaveney, 비서
교감
Hal Mason, 교감
Linda Wentzell, 교무과
Amy Steele, 신청 지원
학장
Lisa Redding, (9/11학년)
Sharon Fagan, 비서
Lisa Gilbert‐Smith (10/12학년)
Sabrina McIntosh, 비서
학교 내의 학교
Dan Bresman, 코디네이터
Christine Carruthers, 비서
교육 대체 선택
Amy Bayer, 코디네이터
Christine Carruthers, 비서
윈스럽 하우스 (WINTHROP HOUSE)
Owen Minott, 코디네이터
특수 교육
Wendy Ryder, 디렉터
April Zyirek, 코디네이터
Lorraine Hughes
지도
Darby Neff‐Verre, 코디네이터
Kate Cordner, 진학 카운셀러
Brenda Aguilar, 비서
Bethany Castellano, 비서

617‐713‐5003
617‐713‐5002

617‐713‐5006
617‐713‐5121

617‐713‐5035
617‐713‐5190

617‐713‐5400

617‐713‐5252
617‐739‐7647

617‐713‐5076

617‐713‐4722
617‐713‐5016
617‐713‐5015

Brookline High School 안내 직원 및 지원 직원
Darby Neff‐Verre, 지도 코디네이터
Lenny Libenzon, 진학 카운셀러
Kate Cordner, 취업 카운셀러

161호실
279호실
279호실

713‐5017
713‐5019
713‐5074

지도 카운셀러 – 9학년 및 11학년
Nicole Bent
Richard Gorman
Clifton Jones
Alexandra Young

285D호실
285G호실
285A호실
285E호실

713‐5039
713‐5042
713‐5036
713‐5040

지도 카운셀러 ‐ 10학년 및 12학년
Ellen Herz
Eric Schiff
Sara Aggeler
Kathleen Whelan

317G호실
317K호실
317B호실
317E호실

713‐5196
713‐5198
713‐5191
713‐5194

Kara Lopez, ACE (교육 대안책) 카운셀러

248호실

713‐5248

170A호실

713‐5171

400A호실

713‐5401

METCO (메트로폴리탄 교육 기회 위원회)
Courtney Valentine, 자문
학교 내의 학교 (SWS)
Dan Bresman, 코디네이터
윈스럽 하우스 (Winthrop House)
Owen Minott,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Paul Epstein
Karen Kennedy
Fran Kuehn
심리학자 123호실
Matt DuBois
Linda Kelly (126A호실)

713‐5079
713‐5044

매사추세츠 종합 평가 시스템 (MCAS) 프로그래밍
Lisa Gaffney
지도 비서
Brenda Aguilar
Bethany Castellano
예방/개입 팀
Mary Minott, 약물 남용 카운셀러
Kendell Jones, 약물 남용 카운셀러
Doreen Gallagher, 폭력 예방 전문가
June Harris, 학부모 교육

윈스럽 하우스 (Winthrop House)

174호실
317J호실
340A호실

713‐5082
713‐5312
713‐5099

John (Jang) Lee
Robin Toback

713‐5080
713‐5078

162호실

713‐5136

161호실
161호실

713‐5016
713‐5015

149B호실
149A호실
149C호실
149C호실

713‐5155
713‐5154
713‐5156
713‐5156

739-7647

대학 진학 시험
대학 입학 절차의 일환으로, 학생은 중고등학교 과정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안내 부서에서는 다음 시험
일정을 권장합니다:
PSAT/NMSQT
SAT 또는 ACT
SAT 과목 시험

TOEFL - 토플

11학년 과정 (주 지도 사무소 (지도 사무소), 162호실을 통해 10월 초 등록 완료)
11학년 및 졸업학년
학생이 과정 또는 과정 순서를 마칠때 치릅니다. (예, SAT의 화학 과목 시험은 2학년 말에
치르도록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 졸업학년시 치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AP 프로그램 시험 일반적으로 과정을 마친 후 11학년 및 졸업학년에서 치르도록 합니다
PSAT/NMSQT
예비 학업 적성 검사 (PSAT)/전국 메릿 장학금 자격 시험 (NMSQT) 은 언어 능력과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SAT 시험입니다.
전국 메릿 장학금 자격 시험 (NMSQT) 프로그램 은 메릿 장학금을 받기에 학문적으로 뛰어난 학생을 확인하기 위해 PSAT를
사용합니다.
학업 적성 검사 (SAT)
학업 적성 검사 (SAT)는 대부분의 학생이 다음과 같이 두 번 치르게 됩니다: 11학년 중 봄 (3 월, 5 월 또는 6 월) 그리고 졸업
학년 중 가을 (10 월, 11 월, 12 월). 점수는 200점에서 2400점 범위입니다.
ACT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ACT는 SAT 대학 입학 시험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SAT에 비해 더 많은 과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SAT 과목 시험
과목 시험은 보다 선별적인 대학의 입학 결정에 사용됩니다. 많은 대학에서는 작문 시험과 다음 중 한 과목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문학, 미국사, 세계사, 수학 I 또는 2, 라틴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히브리어, 생물학, 화학,
그리고 물리.
모든 등록 소책자는 대학 및 취업 준비 센터, 163호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각 시험을 치를때마다 학생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SAT I 및 SAT II의 중요 번호
22‐240 Brookline High School 시험 센터
220445 Brookline High School 학교 코드
25021 노퍽 카운티 (Norfolk County) 코드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있는 ETS (교육 평가 위원회)의 전화 번호는: 1‐609‐771‐7600이며 오전 8:30 ‐ 저녁 9:3사이에 이용
가능하며, 학생은 www.collegeboard.com에 로그인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 (SSD)
칼리지 보드 (College Board)는 학생의 장애 및 시험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 학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서비스 (SSD)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 AP, PSAT/NMSQT 및 SAT 시험 준비를
제공합니다. 학생은 자세한 정보 획득을 위해 지도 카운슬러, 특수 교육 교사 또는 Ms. Neffe‐Verre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20218-2019년 시험 일정
PSAT/NMSQT (11학년 재학생 대상)
2018년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8:00 ‐ 오후 12:00. 지도 사무소에서 등록.
SAT 및 SAT II
시험일자

테스트

등록 마감일

8월 25일
10월 6일
11월 3일
12월 1일
2019년 3월 9일
5월 4일
6월 1일

SAT 및 SAT 과목 시험
SAT 및 SAT 과목 시험
SAT 및 SAT 과목 시험
SAT 및 SAT 과목 시험
SAT 단일
SAT 및 SAT 과목 시험
SAT 및 SAT 과목 시험

7월 27일
9월 7일
10월 5일
11월 2일
2월 8일
4월 5일
5월 3일

주: 일요일 시험은 매 토요일 일자 시험 하루 후 시행됩니다.
*듣기 평가가 있는 언어 테스트는 11월에만 시행됩니다.

ACT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시험일자
2018년 9월 8일
10월 27일
12월 8일
2019년 2월 9일
4월 13일
6월 8일
7월 13일

등록 마감일
8월 10일
9월 28일
11월 2일
1월 11일
3월 8일
5월 3일
6월 14일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 (TOEFL - 토플)
TOEFL - 토플은 특수 시험 센터에서 컴퓨터로 진행됩니다. 실번 기술 센터 (Sylvan Technology Center), 특정
대학의 컴퓨터 시험 센터 및 ETS (교육 평가 위원회) 현장 사무소에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기반 테스트가
제공됩니다.
시험은 연중 내내 응시가 가능하며 수신자 부담 전화, 지역 테스트 센터 또는 국제 지역 등록 센터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는 TOEFL - 토플 및 TSE 정보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8:00 - 저녁 9:45 사이에 TOEFL (토플) 609-771-71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P 프로그램
2018년 5월 6-17일

지연 수업 개시 일정 2018‐2019
1 시간 지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9:20-10:05 A1
10:10-10:55 B1
11:00-11:45 C1
11:50- 1:15 D1
1:20-2:05 F1
2:10-2:55 G1

9:20-10:05 A2
10:10-10:55 T
11:00-11:45 C2
11:50- 1:15 G2
1:20-2:05 D2
2:10-2:50 E1

9:20-10:05 A3
10:10-10:55 B2
11:00-11:45 C3
11:50- 1:15 F2
1:20-2:05 D3
2:10-2:55 E2

9:20-10:05 B3
10:10-10:55 A4
11:00-11:45 X
11:50- 1:15 E3
1:20-2:05 G3
2:10-2:50 F3

9:20-9:55 B4
10:00-10:35 D4
10:40-11:15 E4
11:20- 12:55 C4
1:00-1:35 F4
1:40-2:15 G4

수업 1 = 11:50-12:45 수업 1 = 11:50-12:45 수업 1 = 11:50-12:45 수업 1 = 11:50-12:45 수업 1 = 11:20-12:20
점심 2 = 12:45-1:15 점심 2 = 12:45-1:15 점심 2 = 12:45-1:15 점심 2 = 12:45-1:15 점심 2 = 12:25-12:55
점심 1 = 11:50-12:15 점심 1 = 11:50-12:15 점심 1 = 11:50-12:15 점심 1 = 11:50-12:15 점심 1 = 11:20-11:50
수업 2 = 12:20-1:15 수업 2 = 12:20-1:15 수업 2 = 12:20-1:15 수업 2 = 12:20-1:15 수업 2 = 11:55-12:55

2 시간 지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0:20-10:55 A1
11:00-11:35 B1
11:40-12:15 C1
12:20-1:30 D1
1:35-2:15 F1
2:20-2:55 G1

10:20-11:00 A2
11:05- 11:45 C2
11:50-1:20 G2
1:25-2:05 D2
2:10-2:50 E1

10:20-10:55 A3
11:00-11:35 B2
11:40-12:15 C3
12:20-1:30 F2
1:35-2:15 D3
2:20-2:55 E2

목요일
10:20-11:00 B3
11:05- 11:45 A4
11:50-1:20 E3
1:25-2:05 G3
2:10-2:50 F3

금요일
10:20-10:50 B4
10:55-11:25 D4
11:30-12:00 E4
12:05-1:05 C4
1:10-1:40 F4
1:45-2:15 G4

수업 1 = 12:20-12:55 수업 1 = 11:50-12:45 수업 1 = 12:20-12:55 수업 1 = 11:50-12:45 수업 1 = 12:05-12:35
점심 2 = 1:00-1:30 점심 2 = 12:50-1:20 점심 2 = 1:00-1:30 점심 2 = 12:50-1:20 점심 2 = 12:40-1:05
점심 1 = 12:20-12:50 점심 1 = 11:50-12:20 점심 1 = 12:20-12:50 점심 1 = 11:50-12:20 점심 1 = 12:05-12:30
수업 2 = 12:55-1:30 수업 2 = 12:25-1:20 수업 2 = 12:55-1:30 수업 2 = 12:25-1:20 수업 2 = 12:35-1:05

주요 장소
공용 공간
주 사무실/교장
교무과
교감
지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룸 (Martin Luther King, Jr.
Room)
양호실 (간호사 사무실) ‐ 1층, 147
카페테리아 ‐ 1층
강당 ‐ 2층
도서관 ‐ 2층

1층, 160
1층, 162
1층, 162
1층, 161
1층, 169
1층, 147
1층
2층
2층

학장 사무실 9/11 ‐ 2층, 285
학장 사무실 10월 1일2 ‐ 2층, 317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라틴계 장학생 프로그램
육상 - Schluntz 체육관
BRYT (브루클린 회복 청소년 팀)
취업 및 기술 교육 사무실
영어
EDCO (교육 협력)
ELL (영어 학습자)
엑셀
건강과 피트니스 (체력)
수학
METCO (메트로폴리탄 교육 기회 위원회)
ACE (교육 대안책)
과학
학교 내의 학교
사회학
특수 교육
성공을 위한 단계
공연 예술
예방/개입
시각 예술
윈스럽 하우스 (Winthrop House)
세계 언어

1층, 168B
2층
1층, 107
통합 미술관, 1층, 23
3층, 394
1층, 124
2층, 234
2층, 205
M04B
2층, 268
1층, 170
2층, 257
3층, 365
4층
3층, 393
1층, 126
1층, 163
2층, 216
1층, 149
통합 미술관, 1층, 23
490 Heath Street, Brookline
2층, 212

BHS 오전 드롭오프 (하차)

BHS의 새 오전 드롭오프 (하차) 계획의 일환으로 그리노 (Greenough) 스트리트, 태펀 (Tappan)
로드 및 섬너 (Sumner) 로드의 교차로를 별개의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적색 노란색 청색 및 녹색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지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전자와 학생들이 이 구역에
자리하고 있는 BPD와 교직원들에게 항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 처음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BPD 및 교통 관리 모니터링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에 따라 이러한 절차를 조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전에 BHS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BHS 오전 드롭오프 (하차)
Greenough St.

BHS
Front

BHS Tappan Rd wing

Tappan Rd.

Sumner Rd.

Tappan Rd.

BHS Tappan Gym and Town
Pool

.

청색 구역은 안전한 드롭오프 (하차) 지역입니다 .
차량은 청색 구역으로 완전히 진입하여 커브 쪽에서 승객을 하차시켜야 합니다.
그리노 (Greenough) 구역은 Schluntz 체육관 앞에서 주 건물과 태펀 (Tappan) 윙 사이의 계단까지
이어집니다.
동쪽으로 향하는 태펀 (Tappan)에서는 태펀 (Tappan) 체육관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시작하여
UAB까지 확장됩니다.
서쪽으로 향하는 태펀 (Tappan)에서는 주차 서클로 가는 진입로를 지나 시작하여 강당까지
이어집니다.

BHS 오전 드롭오프 (하차)

Greenough St.

BHS
Front

BHS Tappan Rd wing

Tappen Rd.

Sumner Rd.

Tappan Rd.

BHS Tappan Gym
and Town Pool

.

적색 구역은 그리노 (Greenough), 태펀 (Tappan), 그리고 섬너 (Sumner)의 모서리에
있는 교차로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승객을 하차시킬수 없습니다. 차량은 항시 이 지역을 벗어나 청색
드롭오프 (하차)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승객 하차를 위해 이 구역내에 정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HS 오전 드롭오프 (하차)

Greenough St.

BHS
Front

BHS Tappan Rd wing

Tappen Rd.

Sumner Rd.

Tappen Rd.

BHS Tappan Gym
and Town Pool

노란색 구역은 적색 구역 교차 영역 주변의 버퍼 영역입니다.
승객은 이 구역에서 하차할수 없습니다.

BHS 오전 드롭오프 (하차)

Greenough St.

BHS
Front

BHS Tappan Rd wing

Sumner Rd.

Tappan Rd.

BHS Tappan Gym
and Town Pool

녹색 구역은 도보 교통을 위한 구역입니다. 이곳은 그리노 (Greenough), 태펀
(Tappan), 섬너 (Sumner) 코너에 있는 횡단 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태펀 (Tappan) 로드 또는 그리노 (Greenough) 스트리트에서 UAB 또는 태펀
(Tappan)과 주요 건문 사이의 직선을 이루는 각도에서 건너고자 하는 큰 유혹이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들이 모퉁이로 내려가 지정된 횡단
보도로 횡단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 이 거리를 건너 갈 때마다 학생들은 이 바쁜 교차로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헤드폰 및 휴대 전화 사용은 이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 이는 운전자 오류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운전하는 동안
문자 메시지를 보길 원치 않는 것처럼 - 휴대 전화를 사용하며 바쁜 거리를 보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