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여러분들께,
COVID-19 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 휴교에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현 상황에서,
Brookline 고등학교 교직원들 및 선생님들이 학생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월요일 오전 8 시, 학생들은 BHS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선생님들이 올리는 소식, 숙제,
방향 및 생활 지침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Canvas 계정을 확인하고 United Mind
Workers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해당 웹사이트에는, BHS 부서 및 프로그램이 임시
휴교동안 학생들이 탐구하고 완료할 수 있는 공통 과목 및 학년 공통 과제 및 코스별
숙제를 게시할 것입니다.
적어도 2 주일 동안,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과 관계없이 모든 공통 수업에 관련한 숙제를

받게 됩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Canvas 혹은 이메일을 이용하여 학생에게 기대사항 및
해당 기대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안내사항 및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숙제는 페이지
중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위에 언급된 플랫폼 중 한가지를 이용하여 선생님께 숙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및 영어와 같은 해당 과목들을 과목
당 3 시간에서 4 시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직업 및 기술 교육, 미술, 예술
및 체육은 BHS 수업 중 중요한 활동들을 진행하기 위해, 과제, 기대사항, 안내사항들을
전달하게 되며, 공유되어 질 것입니다
저희는 학생분들이 해당 과제를 일반 숙제로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학습하며,
학교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학생분들을 위한 저희 목표는 학생분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단순히 숙제를 마치겠다는 마음가짐을 줄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연락을 취하며, 필요 시,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숙제는 완료 혹은 미완료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주간 임시 휴교동안 과제는 공식적으로
성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저희는 모든 과제가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이전에 진행하던 과제가 거의 완료되었을 때, 선생님의 평가 관점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학생들은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습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특별 교육 선생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상담 및 협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요사항으로, 학생분들의 상담사, 사회 복지사, 학장 및 기타 학생 지원 직원이 다음 주
초에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저희는 필요 시, 개별 체크인 및 지원과 같은 메시지 및 정보
공유 사항을 조절할 것입니다. 휴교 기간 동안, 학생들은 학생 지원팀과 연락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은 학생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에는 모두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Brookline Warriors 입니다.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 어려운 시간이지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 자유 및 책임감.
● 당신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COVID-19 으로 우리가 나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집단으로 우리 학교를 지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r. Meyer 및 Mr. Ma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