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B 가족 여러분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군에서는 내일 10 월 20 일(화)부터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학습모델 로 바뀝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올 것을 저희들은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군에서 온 최신정보를 잠깐 
읽어보시고, 각 학교에서 보낸 정보가 수신이 되었는지 이메일도 확인해주십시오. 

주의: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스케줄에 대한 정보는 모두 정보는 모두 RemotePlus    모델 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K-8          원격 학습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정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 학습 아카데미에 재 학 중인 학생의 일정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 사항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모델  일정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모델 의 스케줄에서는, RemotePlus   의 현재 의 1  학년부터 12  학년의 학생은,  주 2.5 일, 

     자택의 학교에서의 대면 수업과 주 수업과 주 주 2      일의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됩니다.

  모든 변경사항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사항은    업데이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된 학군 캘린더 학군 캘린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가  의 지시 없는 한 정보는 모두 , 

 모든 변경사항은 학생(First to Return       의 코호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의 일부인 것이 확인된 학군 캘린더 학생 포함)    은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스케줄로
   이행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월, 화, 목, 금 水　(일찍 하교, 런치 없음)

BEEP 8:00 a.m. - 12:15 p.m. (변경 사항이 없습니 없음)

K-8      학년  8:00 a.m. - 2:30 p.m. 8:00 a.m. - 12:00 p.m. 

9  〜  12      학년     (Brookline  
하이스쿨  )  

8:20 a.m. - 3:00 p.m. 8:20 a.m. - 12:15 p.m.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모델 에서는 동기학습과 주  비동기학습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됩니다 수업을 합니다. 가 코호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원격 학습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정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으로 학습하고 있는 동안,    담임 선생님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선생님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스페셜리스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선생님은,    학습의 라이브 터치 포인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개별의 클래스 워크,       가�  커뮤니티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동료와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위한 정보는 모두 시 을 만듭니다.  학군
   전체의 커리큘럼도 조정되어 금년도는   가       엄격 학습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정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한 정보는 모두 제약속에서 장 중요한 정보는 모두 스킬과 주 학생의 성과 주 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우선 순위 매겨졌습니다.  지금부터 12  월말까지의 사이에,    학습 목표에 대해서는 여기  를
클릭해 주십시오.

　

 내일 10  월 20 일부터, 1  학년부터 8   학년까지의 모든 변경사항은 RemotePlus  의 학생은, 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스케줄에 따릅니다 스케줄에 따릅니다.       직접 면담 개시일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면 수업과 주 담 개시일은 아래 표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모델  시작 날짜 

학년 날짜 

1-2 학년 2020 년 10 월 20 일

https://www.brookline.k12.ma.us/site/default.aspx?PageType=3&DomainID=4&ModuleInstanceID=651&ViewID=6446EE88-D30C-497E-9316-3F8874B3E108&RenderLoc=0&FlexDataID=8998&PageID=1
https://sites.google.com/psbma.org/psb-student-learning/curriculum?authuser=0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2020-2021%20District%20Calendar_Revised_10.15.20.pdf


3-9 학년 2020 년 10 월 26 일

10-12 학년 2020 년 11 월 9 일 

   지난 며칠 동안 며칠 동안 동안 귀하와 귀하의 가       자녀가 안심하고 등교 할 수 있도록 학교 리더 안심하고 등교 할 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학교 리더가    기대되는 사항과 주 기타 
   절차에 대한 정보는 모두 자세한 정보는 모두 내용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안심하고 등교 할 수 있도록 학교 리더의 일정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등교
    절차에 대한 정보는 모두 질문이 있는 경 사항이 없습니우,     자녀가 안심하고 등교 할 수 있도록 학교 리더의 담임 선생님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선생님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됩니다 문의하십시오.

1 주

 월 화 수

(12:00pm 하교)

목 금

코호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A 대면 수업과 주 대면 수업과 주 대면 수업과 주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코호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B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대면 수업과 주 대면 수업과 주 

2 주 

 월 화 수

(12:00pm 하교)

목 금

코호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A 대면 수업과 주 대면 수업과 주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코호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B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대면 수업과 주 대면 수업과 주 대면 수업과 주 

자원봉사 요청 
   보다 많은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는 것에 맞추어,   가�   가�   학교의 낮 시간의 점심 시간이나 쉬는 시 의 점심 시 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쉬는

가�  가�  가�       시 등의 시 대에 독을 해 주실 보호자의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는
CORI   가    가  폼에 기입하고 상 안전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합니다.       자원 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 사항이 없습니우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보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 서비스의 업데이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정보
저희는 학생, 스탭,  가	      지역사회의 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 과 주 안전이 최우선 사항임 선생님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브루크 가 라인시 COVID-19   시험장을 개설하여 PSB         의 모든 변경사항은 학생과 주 직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이 시험장은 10  월부터 12   월까지 주 5 일, 1  일 8 가� 가시 동합니다. PSB    가는 타 운 스케줄에 따릅니다에서 상세한 정보는 모두 정보
      들어오는 대로 최신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 학습모델 리도록 우선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하겠습니다.

    가  자녀가 안심하고 등교 할 수 있도록 학교 리더의 교실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학교에서 양성인 경 사항이 없습니우 있는 경 사항이 없습니우  학교의 교장      가�   선생님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호사로부터 통지를  

받습니다.  이 과 주 정에서       귀하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는 모두 자원이나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은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의료서비스팀  이
  공개한 정보는 모두 정보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운 스케줄에 따릅니다동장을 포함한 정보는 모두 모든 변경사항은 학교 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물은 등교한 정보는 모두  시간동안  학교
     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물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과 주 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는 모두 요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을

확보하고 접 면담 개시일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촉     가�   추적이 필요한 정보는 모두 경 사항이 없습니우에는 학교의 호사 팀을 돕습니다.

http://www.brookline.k12.ma.us/nurses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25/COVID-19%20Return%20To%20School%20Procedures%20FINAL.pdf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25/COVID-19%20Return%20To%20School%20Procedures%20FINAL.pdf


아직인 분들  은 가	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 증명양식를 작성하고  어린이의   예방접 면담 개시일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종이 정확하고 최신인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안심하고 등교 할 수 있도록 학교 리더의 예방접 면담 개시일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종 요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을준수해야 합니다 한 정보는 모두 다는 점에 유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정보는 모두 사람 한 사람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한 정보는 모두 사람 한 사람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은팬데믹이 시작된 학군 캘린더 이래 COVID-19  가     의 이드 학습모델 라인과 주 절차를 지키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모두 대책에는,     가   향후도 적극적이고 경 사항이 없습니계심을 계속 지지 않으면 수업과 주 

안됩니다.  가권장 정용품,  가� 위험 경 사항이 없습니 전략,     가	     알림 절차를 포함한 모든 건강에 대한 최신 정보는 절차를 포함한 정보는 모두 모든 변경사항은 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 에 대한 정보는 모두 최신 정보는
여기  또는 가	   학생건 서비스의 업데이트 정보 서비스웹사이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지난 며칠 동안 주, 등록 우선 순위가 매겨졌습니다·입학과 주 (Office of Registration and Enrollment)에서는,  가  학군내의 전 정을

 대상으로 거주 확인   의송부를 개시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  이 2020-21   년도에 브룩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증명  하기 위한 정보는 모두  가�  단한 정보는 모두 전자 레지던시   진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은 10  월 27 일(화)   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이 양식  에는
www.brookline.k12.ma.us/verifyresidency     로도 접 면담 개시일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속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11  월 2 일 (월)  에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플러스에서 원격 학습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정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 학습 아카데미(RLA))로,    또는 원격 학습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학생의 일정에 변경 사항이 없습니 학습 아카데미(RLA))

 에서 리모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플러스로  가변경 사항이 없습니이 능해집니다. 당    가     초 계획에 따라 가정에서는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계획에 따라 정에서는 전환을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정보는 모두 1      학기는 선택한 정보는 모두 학습모델 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 학습모델 립니다.     이에 따라 변경 사항이 없습니을 제안한 정보는 모두 

 학생들은 11  월 16 일 (월)   에 수업을 시작하지만,      이 날까지는 현재 수업에머물러야 합니다 합니다.  학교는
      가�        입학자 변경 사항이 없습니을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고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 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조기 변경 사항이 없습니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가  을 통해 교사 제공하는
      교재 에언제든 변경사항은 지 접 면담 개시일은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근할 수 있습니다 수 있지만 현재 부터 11  월 16 일 사이에 등록 우선 순위가 매겨졌습니다되어 있는  학습 모델   수업에

    가 참가해야 합니다석하지 않는 경 사항이 없습니우결석처리 됩니다.

     이 선택에 대한 정보는 모두 자세한 정보는 모두 정보는 10  월 26   일 주에 공유됩니다.   리뉴얼 오픈 허브오픈 허브허브     에 업데이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정보 등을
   계속 게 됩니다시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     
● 10  월 20 일(화) 1  학년부터 2  학년까지의 전 RemotePlus  의 학생이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모델 의

스케줄아래,    대면 수업과 주 수업을 위해서 교실   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 10  월 26  일 (월) 3  학년부터 9  학년까지의 전 RemotePlus  의 학생이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모델 의
스케줄아래,    대면 수업과 주 수업을 위해서 교실   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 10  월 27 일(화) 레지던트 수업을 로테이션으로 받게 됩니다 진술서(A)ffidavits of Residency)  제출 기한기한 정보는 모두 
● 11  월 2 일(월) ~6 일(금)    모든 변경사항은 학생은 다른 학습모델학습모델 (Hybrid/Remote Plus  또는 RLA))  로

   선택을 변경 사항이 없습니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 11 월 9 일(월) 10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RemotePlus 의 모든 변경사항은  학생이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모델  
스케줄아래, 대면 수업과 주  수업을 위해서 교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학교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내기 위한 정보는 모두 최종준비를 하면 수업과 주 서 지난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학교 지도자와 교육자들이 주 동안 학교 지도자와 교육자들이
      해온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인정해주시면 수업과 주 좋겠습니다.    가�    학생의 요구를먼저 생 하면 수업과 주 서그 어느 어느 

   때보다 개개인이노력을 거듭해왔고,         이제 우리는 비일상적인 시대를살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학습모델 모델 은

http://www.brookline.k12.ma.us/attendance
http://www.brookline.k12.ma.us/verifyresidency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immunizations%202020%20updated%208.25.2020-converted.pdf
http://www.brookline.k12.ma.us/reopen
http://www.brookline.k12.ma.us/nurses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10.13%20Health%20Letter%20Hybrid%20Reminder.pdf


   가   새로운 스케줄에 따릅니다 도전과 주 기회를 져다 줄 것입니다.        이 전환기를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고통과 주 좌절이
 있을 것이지만, 1            년 동안의 지도와 학습의 성공을 위해 함께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드 학습모델 리며, 

J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