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이 커뮤니케이션의 긴급성 때문에 번역된 버전은 구글 번역기를 통해 제공되며 어색한 표현과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Notice:
번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Brookline 고등학교 학부모, 보호자 및 간병인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11/9 월요일 115 Greenough Street BHS 지점에서 하이브리드 교육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와 함께 편지를 씁니다. 월요일의 하이브리드 전환의 모든 측면
(예 : 물리적 식물 준비, 학생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계획 등)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단순히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BHS는 평소와 다르게 보이고 느껴질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육자 간의 관계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제약 내에서도
직접 대면하면 관계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학생들이 올해
계속해서 배우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거의 먼 시작의 성공을 구축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 : 아이들을 데려 오십시오.
학교 일정
약속 한대로 월요일에 115 Greenough Street에서 하이브리드를 시작하면서 원격 학습 일정을
약간 조정했습니다.의 첫 페이지에서 9 학년과 10, 11, 12 학년을위한 업데이트 된 일정을 확인
BHS 웹 사이트하십시오. 어제 (금요일 11/6) Hub and Advisory에서 모든 학년의 모든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일정을 미리 보았습니다. (아래의 자문 교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변경 사항은
비교적 사소합니다. 추가 점심 시간을 만들고 학생들이 모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높이기 위해 두 번째 점심 시간을 추가하고 마스크 휴식 시간을 5 분 줄입니다. .
Hal Mason과 저는 11/8 일요일 늦은 오후 나 이른 저녁에 모든 학생들에게이 일정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이러한 주간 커뮤니케이션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휴일로 인한 특별 일정에 대해 미리
알 수 있도록하여 고등학교 리더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객 인 BHS 청소년과 간단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TikTok 한두 개를 세상에 던질 수 있습니다…)
10-12 학년을위한 115 Greenough Street에서 하이브리드 시작 : 11/9 월요일
언급했듯이 어제 9 학년 허브에서 10 학년에서 12 학년까지 자문, 학생들이보고 들었습니다. ,
그리고 COVID-19와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에 따른 BHS 변경에 전념하는 슬라이드 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장은 OLS 리더십 팀, 간호사 및 다양한 직원의 피드백으로이
프레젠테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 아플 때 집에 머무르기; 적절한 마스크 착용;
마스크 파손 및 손 위생, 복도 및 계단 통과; 사회적 거리두기; 클래스 간 엇갈린 전환; 식사와
점심; 욕실 사용 및 휴식; 학생증; 도착 및 해고. 이번 주에 우리는 9 학년 학생들이 집단 여행
(OLS와 115 Greenough Street 사이)과 10 학년부터 12 학년까지를 경험할 때 115 개 지역에
걸쳐 강력한 행정적 입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및 기타 다양한 일상과
행동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관 적이며 긴급한 메시지를
듣게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 귀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의 만트라 중
하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자유와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기대하는 책임 사이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학습을 지속 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 책임에 의존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무료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모임을 피하고, 마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이 기본적인 건강 및 안전 기대치임을 이해하기 위해 가족이 필요합니다. 지난 2 주 동안
OLS에서 First to Return Students 및 Hybrid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 고군분투 할 것이며 인내와 조바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학생들이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단순히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져와야하는 것 학교는 여러면에서 다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해야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 중 일부가 청소년 (아마도 성인)의 눈썹을 올릴 것임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또한 학생들이 이번 주에 학교에 올 때이 모든 항목을 가져야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
● 여러 층의 천을 포함하는 두 개의 마스크 (각반, 반다나, 발라 클라 바 또는 밸브
마스크 없음);
● 개인 손 소독제;
● 충전 된 크롬 북 또는 노트북 및 충전기
● 헤드폰 (가능한 경우 마이크 포함)
● 앉은 자세 (타월)
● 그리고 그들의 과정과 학교 자료.
아침과 점심
아침 식사는 8:00부터 학교 식당에서 배포됩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오는 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집어들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115 Greenough의 두 곳에서 배분됩니다. 학생들은 점심을 집어 들고 밖에서
먹습니다. 악천후가 심한 경우에만 학생들이 먹을 수있는 실내 공간을 지정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타월이나 다른“앉아”를 가져 와서 밖에 앉을 곳을 갖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식사를 위해 항상 밖에있는 것에 대해 흥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전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하면 모든 사람이 건물 밖에있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 우리는 이것이 매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가 할 수있는 한 많은 날 동안 우리는 모든 식사를 HS의
벽 밖에서 먹게 될 것입니다.
아직하지 않았다면 계정을 만들고 새로운 음식 서비스 주문 앱을 사용하십시오. 부모는에서
계정을 설정해야합니다 onlineordering.linq.com. 지침은 웹 사이트에서수 있습니다.
https://publicschoolsofbrooklineschoolnutrition.com확인할
115 번에서 시작하여 코호트 여행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115 Greenough Street가 월요일에 하이브리드를 시작할 예정이므로 9 학년 학생들은보다
완전하고 직접 선택적인 세계 언어를 사용하게됩니다. , 웰빙 교육 경험. 지난 2 주 동안 9 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집이나 OLS 강당에서 선택 과목을 확대했습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공연 예술
수업은 원격 형식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이것은 DESE 지침과 확고하게 일치합니다. 개별 공연
예술 교사는 다음 주 수업 계획에 대해 학생들에게 연락 할 것입니다 : 11 / 9-13.
어제 Hub 내에서 Advisors는 코호트 여행 모델을 검토했습니다. 마을이 White Place 근처의
다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Route 9를 따라 Cypress로 이동 한 다음 Tappan과 115
Greenough Street 캠퍼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받게됩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위한
Jersey 장벽을 지원 해주신 교통부와 9 학년을 돌보는 횡단 보도 감독 및 관리에 대해 Brookline
경찰국에 감사드립니다.
원격 직원 결정 및 커뮤니케이션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하이브리드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직원 배치 계획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문서화 된 이유로 원격으로 작업해야하는 Old Lincoln School과
115 Greenough Street 교사 및 교직원 중 소수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교사와 직원이 원격으로 작업하게됩니다. 이 교육자들은 정보와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부모와 보호자에게 연락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Schluntz Gymnasium에서 Zoom을 통해
교사와 연결되는 학생들을 감독하고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자신과 부모 및 보호자로서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경우 가정에서 이러한 수업에 액세스 할 수도 있습니다. Schluntz 내에는 6 피트
떨어진 책상이 있고, 도움이되는 성인이 있으며, 욕실과 많은 손 소독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부 또는 풀 타임으로 원격으로 일하는 교사의 비율이 적 으면 특히 하이브리드가 대면
학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 우리는 양질의 교육자와 직원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필요로했습니다. 우수한 교사와
직원은 Brookline High School의 비밀이 아닌 소스입니다.
● 일부 코스는 DESE 지침 (예 : 공연 예술)과 일치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합니다.
● 원격으로 작업하는 교사는 학생들과 연결하고 지원할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배우는 데 가장
도움이되도록 수정해야 할 부분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준비에 대해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있는 경우 가능하면 교사에게 문의하여
시작해야합니다. 다음 단계는 관련 커리큘럼 또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완전 대면, 하이브리드 또는 원격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수진, 직원 및 행정부는 학생들을 돌보고
잘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 ~ 12 학년 코호트계시
여러분이 알고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하이브리드 모델은 3 개의 학생 코호트, 즉 두 개의
하이브리드 코호트와 1 개의 원격 코호트를 특징으로합니다. 학생과 가족은 11/2 월요일에
하이브리드 집단을 나타내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정보는 학생 상세 페이지의 학부모
포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코호트는 "MT"(월요일 / 화요일)와 "RF"(목요일 / 금요일)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Remote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코호트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업은 12 명
이하의 개별 학생으로 구성됩니다. 코호트를 대부분 함께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
할당이 변경되었습니다.

학습 모델
Brookline High School은 교육구의 원격 학습 아카데미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우리 K-8 학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BHS에서 원격으로 학습하기로 선택한 학생들은 교사와
동료들과 함께 수업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는 일시적으로 집에 병이
있거나 격리되어 있어야하는 학생 (및 교사)을위한 유연성입니다. 따라서 같은 학급의 동일한
교사와 원격 교육을 받고 학생들이 더 유연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합니다. 조건이 보장되고
가족은 지역 사회 조건 및 안전 예방 조치에 더 익숙해집니다. 나는 우리가이 접근법으로 우리의
일을 더 쉽게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에게 옳고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Back to School Night, 2 단계 : 11/12 교육자 비디오
Back to School Night의 2 단계는 이번 주 11/12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이것은 비디오를
특징으로하는 비동기식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교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코스에 대해 논의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델로 변경함에 따라 학생 참여와 노력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는이 접근 방식이 액세스의 형평성과 일관된 정보 공유를 가장 잘 지원한다고
믿습니다. 연례 오픈 하우스 이벤트가 생성하는 에너지, 흥분 및 열정을 감안할 때 Back to School
Night를 원격 경험으로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Back to School Night의 대면을 놓치고
21-22 년에이 접근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Back to School Night의 1 단계는 10 월 29 일 목요일에 "돌아가는"일이있었습니다. Brookline
High School 리더는 모든 학부모, 보호자 및 간병인을위한 WebEx 회의를 주최하여 물리적 공장
준비 상태, 건강 및 안전 관행 및 하이브리드로 전환함에 따른 기대치, 교육 프로그램. 이
이벤트의 기록은 BHS 웹 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메일을 더 쓰고 주말을 보내야합니다. 학생, 교수진, 교직원 및 행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학교 공동체의 노력에 대해 자랑스럽고
감사하며 우리 모두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thony
Anthony Meyer
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