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에 관한 중요한 최신 정보 

2020년 3월 11일  

 

브루크라인 퍼블릭 스쿨(PSB)의 보호자 및 교직원 귀하  
 

오늘 브루크라인 시는 중요하지 않은 공식 회의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지침에 따라 

브루크라인 공립학교는 모든 중요하지 않은 밤 회의와 집회, 학교에서의 모든 행사를 취소할 

것입니다. 이는 곧 시행되며 4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모든 현장 여행이 취소되고, 이것도 즉시 실행됩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이벤트의 몇가지 예:  

• 학생들의 연극과 공연(예: 피어스 스쿨의 피어스 플레이와 베이커 스쿨의 베이커 플레이)의 상연  

• PTO 회의 및 기타 보호자 대상 이벤트 (예: CCS스쿨에서의 Drop Everything and Read및 

Driscoll 스쿨에서 K-2 커뮤니티 미팅)  

• 3월 14일 (토요일) 실시 예정인 브루크라인 고등학교에서의 SAT 테스트 

• 성인 에듀케이션의 클래스 

• 학교와 관련 없는 단체에 의한 학교 건물 사용 

우리는 이러한 행사의 취소가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 큰 실망으로 다가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모든 참가자가 이러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우리가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고려할 때,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향후 상황에 따라 취소된 행사 일정을 적절하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학교 활동에서 보호자나 다른 성인을 포함하지 않는 활동, 예를 들면 학생들을 위한 모임은 

지금까지와 같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학교 학생을 위한 Extended Day Program과 애프터스쿨 액티비티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저희 학교에서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는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루크라인 고등학교에서 운동경기, 리허설, 클럽활동 등 방과 후 활동은 계속되지만 실내행사 

관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시점에서 브루크라인 학교 위원회(Brookline School Committee) 회의가 계속되며, 여느 

때처럼 Brookline Interactive Group(BIG)로 방송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브루크라인 공중보건부가 Lincoln 스쿨의 보호자가 COVID-19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환자의 자녀인 링컨의 학생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 모두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3월 6일 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Lincoln 스쿨은 학교 내 모든 공유 영역과 교실을 철저히 청소 및 소독하는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 3월 12일(목) 및 3월 13일(금) 폐쇄됩니다. 학교는 3월 16일 월요일 아침에 정상적으로 

재개됩니다.이 학교 폐쇄 조치는 Lincoln 스쿨에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상기시켜드립니다. 

• 보호자는 자녀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집에서 지내도록 하고, 또한 직원들은 몸이 안 좋을 때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 귀하나 귀하의 아이가  아플 때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 우리 학교 관리인들은 일상에서 특히 잘 만져지는 곳의 소독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학교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계속해서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에서는 비누, 핸드 세니타이저, 종이타월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보충될 예정입니다 

• 학교 간호사들은 COVID-19와 관련된 질병의 증상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과 

절차를 통보받습니다.  

•  ALERT Brookline system 에 가입하여 도시로부터 긴급 연락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연락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 공중보건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여 최근의 경과를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또한 COVID-19에 관한 정보와 자원은 여기 

웹사이트 here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타운 안내문을 읽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ere. 

 

 
Ben Lummis 
Interim Superintendent 

임시교육감  

 

http://www.brooklinema.gov/alert
https://www.brookline.k12.ma.us/Page/2581
https://www.brooklinema.gov/CivicAlerts.aspx?AID=5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