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애하는 브루크라인 고등학교의 부모님, 보호자님 여러분께  
 

오늘 저녁 8 시경에 Aspen/X2 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을 여기에 PDF 로 첨부합니다.본 통지는 

Canvas 로 학생들에게도 보내지고 있습니다.이것들은 Hal Mason 선생님과 제가 지난 주에 이용했던 것과 

같은 통신형태와 순서입니다. 취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브루크라인 고등학교(BHS) 

학생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가족 여러분께도 알리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언급했듯이, 지난 수요일 베이커 주지사의 학교 휴교기간이 최소 5 월 4 일(월)까지 연장된다는 

발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지난 3 월 26 일(목)에 주의 초등 중등 교육부(DESE)가 학교에 

제공한 가이던스도 같습니다. 
 

Lummis 교육감이 학군 차원의 계획과 우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내일 쓰실 겁니다. BHS 에서도, 이 1 개월 

연장이 된 휴교 조치를 위해서, 2019~20 년도의 나머지의 기간까지 활용 가능한 여러가지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학교의 리더나 교직원과 협력해 가는데 있어서, DESE 가이던스의 다음 부분을 

유의해 주시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학생과 직원의 안전과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 COVID-19 의 위기는 가장 취약한 학생들에게 과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BHS 의 기본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정규 학교 수업 시간의 약 절반 동안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 

학습은 교육자 주도와 학생 주도의 학습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학교는 이미 가르친 학습내용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DESE 가이던스에서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학습내용에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평소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배우고 있는 것을 원격학습으로 대체하거나 재현할 방법이 없지만, 

원격학습에 대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에 대한 사용을 넘어서, 교육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개발한 학습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 우리는 교육자, 학생, 가족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격학습의 지표를 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육자와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수업이나 학습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배우는 학습내용을 모두 이수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 원격학습 일정에서 추천되는 것은 일주일에 몇차례 교사와 연결되는 기회, 교사가 지시하는 

학습콘텐츠에 하루에 여러 시간 접속, 신체 활동, 예술이나 선택과목 등의 “충실”을 위한 추가시간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DESE 가 학교에 제공한 권장사항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고등학교 

커리큘럼 코디네이터 및 교사들과 계속 협력해서 4 월 6 일 이후의 계획을 개발, 검토중입니다. 이러한 미지의 

영역에 있어서, BHS 의 직원들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BHS 의 훌륭한 학생들과 잘 연결하고,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귀하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Anthony Meyer 와 Hal Mason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