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크라인 공립학교
주소：Town Hall
333 Washington Street, 5th Floor
Brookline, Massachusetts 02445
전화：617.730.2401
Ben Lummis
Interim Superintendent
임시 교육감 교육감
2020 년 3 월 23 일
브루크라인 공립학교 학부모님/보호자 귀하
전례없이 곤란한 상황 상황이지만, 귀하와 귀하의 가족 모두가 잘 지내시 교육감기를 기원합니다.
휴교가 2 주째 접어들면서,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락하고 싶다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이 원격학습수업은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재현하는 것을 의도하는것은 아니라는 초중등교육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통상의 학습 지도 내용이나, 채점 대상이 되는 과제 등은 도입되어 있지 않 대상이 되는 과제 등은 도입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학습을 계속하고, 선생님들과 계속 연결되며, 이전에 학습한 상황 내용을 보다 깊게  파고
들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즉, 이 원격학습기간은 통상적인 등교기간이 아닙니다. 학교가 다시 교육감 시 교육감작되었을 때,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학생 여
러분이 이 학습 기회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상황 시 교육감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생님들 및 학교가 직면하는 이 상황이 학교가 직면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많은 곤란을 극복해야 하는지 하는지, 유념해 주십시 교육감오. 브루크라인은, 선
생님들과 학교의 자율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중시 교육감하고 있습니다. 브루크라인 의 공립 학교에서는, 매일 변화하는 다양한 상황
교수 접근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이 도는 이 시 교육감점 대상이 되는 과제 등은 도입되어 있지 않에서, 원격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양성이 두드러질지도 모릅니다 다양성이 두드러질지도 모릅니다. 부디 한 상황 학교에 제공하는 것을 다른 학교나 다른 선생님들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삼 학교나 다른 학교나 다른 선생님들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삼 선생님들의 것과 비교하는 것은 삼
가해 주시 교육감길 바랍니다.
또한 상황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 직원, 학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에서도 도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해해 주시 교육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양성이 두드러질지도 모릅니다들은 집에서 일하며, 동시 교육감에 가족과 소중한 상황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지 합니다. 지금은 매우 힘든
시 교육감간이지만, 저희들은 학생, 가족 및 학교가 직면하는 이 상황이 지역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내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많은 이 메일을 통해 학부모님과 가족들이 우리의 선생님들,
직원, 학 교 지 도 자 들 을 얼 마 나 많 이 지지하고 감 사 하 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 선생님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 교육감기임에도, 그 다양성이 두드러질지도 모릅니다들이 할 수 있도록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연은 마음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 종류의 사연은 마음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
에, 선생님들과 리더들에게  계속 이메일을 보내주시 교육감면 반드시 교육감 힘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 디지털 기기 기기가 없는 분들을 위한 상황 크롬북의 이용에 대해, 또 특수 교육 자료나 Grab&Go 식사에 대한 상황 아래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교육감 확인해 주십시 교육감오 . 또, 최신의 COVID-19 의 정보에 대해서는 ,
방문하십시 교육감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Ben Lummis, Interim Superintendent
임시 교육감 교육감

여기 브룩 라인 라인 타운 웹 페이지를 페이지를

인터넷 접속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족을 위한 상황 Chromebook 에 대해서：

Chromebook 컴퓨터는 집에 장치가 없는 가정에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수 있는 컴퓨터, 랩탑, 태블릿을
집에 가지고 계신 경우 Chromebook 을 요청하지 마십시 교육감오. 다음 배포일은 3 월 25 일 수요일, 배포장소는 베이커, 피어
싱, 쿨리지 코너스쿨, 브룩 라인라인 하이스쿨입니다.
Chromebook 을 요청하려면、가족이 온라인 PSB 요청양식 을 작성해야 하는지 합니다。가족이 요청양식을 보내면、픽업날짜,
시 교육감간, 장소가 기재된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상황 경우 Chromebook 을 받을 수 없습니다.직원은 각
기기의 배포 전에 소독을 하고 목록을 만드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며 , 여기에는 소정의 시 교육감간이 소요됩니다.예상을 뛰어넘
는 요청에 따라 2~8 학년 학생들에게  Chromebook 을 우선적으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계정이 설정되어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킨더와 1 학년 학생의 가정에 대해서는 필요시 교육감 Chromebook 요청을 하셔야 하는지 합니
다.

특수 교육의 자료(리소스)에 관하여：
특수교육부는, 학생이 학교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 요구를 가지는 학생을 위한 상황 자료를 정리했
습니다. 이 링크는, 티칭·러닝 오피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오피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활동 외에도 자율 규제, 일상 생활 기술, 사회적·감정적
기능 등의 분야 하는지를 지원하는 자료의 목록입니다. 자료들은 학교 휴교 중에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여러분은 www.brookline.k12.ma.us/studentresources 을 통해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료・감액 점 대상이 되는 과제 등은 도입되어 있지 않심 및 학교가 직면하는 이 상황이 아침식사 픽업：
브루크라인 공립학교가 일시 교육감적으로 문을 닫은 동안 무료 급식이나 할 수 있도록인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은 이 지역의 온라
인 주문 시 교육감스템을 통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게  됩니다. 각 가정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2:00 부터 1:30 까
지 4 군데(쿨리지 코너 스쿨, 피어스 스쿨, 브룩 라인 라인 하이스쿨, 베이커 스쿨) 중 한 상황 곳에서 준비된 식사를 받을 수 있습니
다.
해당 가정은, PSB 식품 서비스 웹사이트 서비스 웹 페이지를사이트에 주문을 하고 연석 픽업 시 교육감간을 요청하거나, 617-821-1290 에 문자/전화하고,
자동 응답 전화에 메세지를 남 전화에 메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응답 전화에 메세지를 남기 메시 교육감지에는 학생 이름, 핀넘버, 주문내용, 픽업희망 장소 장소,
픽업날짜를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