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 10 월 23 일 
  
친애하는 Brookline 직원, 가족 및 간병인, 
  
저는 오늘 오후 에 2020 년 11 월 2 일 주에 시작되는 1-8 학년과 10 월 26 일 주에 시작되는 9-12 
학년의 모든 하이브리드 학생 (또는 하이브리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정 변경 사항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2020 . 리더십 팀, 학교 교장 및 Brookline 학교위원회는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의 모든 학생들에게 수요일을 완전히 먼 날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 
 
  

하이브리드 모델 주간 일정, 1-12 학년 (20/10/23 개정) 

1 주차-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조기 해고, 완전 원격 ) 

목요일 금요일 

COHORT A 직접 직접 먼 먼 먼 

COHORT B 먼 먼 직접 직접 

2 주차-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조기 해고, 완전 원격 ) 

목요일 금요일 

COHORT A 직접 직접 먼 먼 먼 

COHORT B 먼 먼 직접 직접 

이 일정은 9-12 학년 학생에게는 10 월 26 일 에 발효되고 1-8 학년 학생에게는 11 월 2 일 에 
시행됩니다 . 

  
수요일은 단축 된 날 (조기 하교)로 유지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 등록 된 1-12 학년 학생들은 
원격으로 교육에 참여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 한 후 지난 4 일 동안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러한 일정 변경이 교육자, 학생 및 직원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계 및 커뮤니티 구축 

● 1-12 학년 학생들은 비록 원격이기는하지만 함께 한 해를 시작했으며 이제는 
하이브리드 일정으로 인해 분할됩니다. 먼 수요일을 통해 학생들은 동료들과 다시 
연결하고 전체 수업 경험을 다시 가질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RemotePlus의 첫 4 주 동안 경험 한 것과 유사한 실시간 동기식 
학습을 받게됩니다.  



● 모든 학생들은 매주 2 일의 대면과 반나절의 원격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교사와 더 많은 라이브 시간을 갖게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성공을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교육 및 커리큘럼 계획 

● 학생들은 콘텐츠 영역에서 수요일에 동기식 학습의 강력한 날을 받게되어 현재 학교 
주중에있는 비동기 시간 의 양을 줄 입니다.  

● 이제 교사는 학생들이 매주 동일한 양의 터치 포인트를 받고 있으므로보다 일관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코호트 A와 B의 학생들은 매주 교사와 동일한 시간을 가지게되므로 서로 더 
긴밀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원격 수요일은 학습과 관련된 오해 또는 오해에 
대한 전체 그룹 체크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사와 전문가 (수학, 문해력, 특수 교육자)는 유사한 요구를 가진 다양한 수업에서 
소규모 그룹 교육 / 중재를 촉진 할 수 있습니다. 먼 수요일은이 소그룹이 원격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교차에 대한 우려를 덜어줍니다.  

●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현재 예정된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부담이 적은 교사를위한 협업 
및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청소 및 살균 

● 집단간에 건물을보다 철저히 청소하고 살균하기위한 추가 시간  

○ 종이, 제작자, 도서관 서적, 수학 조작 등과 같은 공유 자료의 적절한 청소를위한 
추가 시간  

● 더 많은 학생들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건물에 들어감에 따라 수요일 청소 일에 건물이 
숨을 쉴 수 있으며이 모델에서 개방 상태를 유지할 수있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 

● 수요일은 2020 년 10 월 28 일 수요일 부터 9-12 학년의 하이브리드 모델 학생들에게 
완전히 먼 날입니다 .  

● 수요일은 2020 년 11 월 4 일 수요일에 시작되는 1-8 학년 하이브리드 모델 학생들에게 
완전히 먼 날입니다 .  

● 수요일은 조기 해고 일로 유지됩니다.  

● 원격 학습 아카데미 일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유치원 일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직접 등록한 유치원 학생들은 일주일에 5 일 동안 
직접 참석합니다.  

● 1 주일에 5 일 대면하게 될 First to Return 학생에게 통보되었습니다. First to Return의 
다른 모든 학생들은 하이브리드 일정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일부 가족, 직원 및 간병인에게 빠른 전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최근 정보, 
생생한 경험 및 우리 지역 사회에 가장 이익이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계속 
업데이트 할 때 귀하의 유연성에 감사드립니다. 학교 지도자와 교사는 다음 주에 자녀에게 
특정한 수요일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V. James Marini 
임시 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