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통신문  에서는  ,   이번 가을의 학교 재개에 대한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자료를 자세히 확인해 주십시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갈 것입니다  .  

아래  에 번역을 첨부합니다  .  

PSB 가족 여러분께   

지난 공지에서도 말씀듯이 각 가정에는 올해 신청기간 중(open enrollment period)open enrollment period))에 자녀의 학습모델을 변경하고 
싶다는 내용을 학군에 통지할 기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 1 차 신청 기간은, 10 월 28 일(수)부터 11 월 6 일(금)의 
정오까지입니다. 학습 모델의 변경을 선택해, 변경이 허가된 것을 확인한 학생은, 11 월 16 일(open enrollment period)월)부터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변경하기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에 학생들의 학습모델을 조정할기회가 또 있는데요. 이 추가 조정에 대한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지만, 2 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자녀의 학습모델이 변경된 경우, 연도말까지, 또는 다음의 신청기회가 올때까지는 그 
학습모델이 그대로 남을것입니다.

전형기간이 끝나면 학교는 입학자의 변경사항을 모두 학교에 통보합니다. 그 후, 각 학교에서는, K-8 의 학교에서의 학생 
배치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준비를 해 나갑니다. BHS 학생의 지도 모델은 적절히 갱신됩니다. 학교는, 새로운 정보가 
입수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생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이 갑니다.

How to Request a Change 변경절차의 방법 
현재 학습 모델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11 월 6 일(금) 정오까지 아래 상자에 있는 링크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이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로컬 ID 번호(open enrollment period)Aspen 페어런츠 포털에 기재되어 있는 것)가 
필요합니다. ID 번호가 없는 요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월 6 일(open enrollment period)금) 정오 이후에 수신한 리퀘스트는 심사의 
대상외가 됩니다. 

자녀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이 양식에 기입해 주세요. 현재 자녀 배치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기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지역      ID      번호（  LASID  ）에의 엑세스 방법에 대해서는、여기를 참조해주세요。에의 엑세스 방법에 대해서는、여기를 참조해주세요。  

학습모델신청링크   --   변경신청은 이쪽에서   

현재의 학습모델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만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에는 변경을 희망하는 자녀 1 명당 1
회씩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Chinese:   点击这里查看中文翻译  
● Japanese:   こをクリックして日本語の翻訳に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こクリックして日本語の翻訳に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こ日本語の翻訳に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この翻訳に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こ翻訳に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こに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こ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こして日本語の翻訳にアクセスしてください こください こ  
● Korean:    한국어 번역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Spanish: Haga clic aquí para acceder a la traducción al español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자녀 교육에 대해 중요한 결단을 부탁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교를 바꾸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 교직원들은 두 가지의 학습 모델 사이의 어떤 전환에서도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체 등록 과정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나 
자녀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과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학교 지도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루크라인 공립학교 

https://forms.gle/DSaDnNFwcF77pjUE9
https://forms.gle/BRwSfNVsw8F72KjG6
https://forms.gle/KMprumM9ba3qPjXQ7
https://forms.gle/qxmPpCKBEU2athaW9
https://forms.gle/UVWykCvauPf3ALnx7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682/Parent%20Portal-%20Looking%20up%20Student%20ID.pdf


추가 정보   :   프로세스   관련   

학생 배치를 조정할 때는 학교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물리적인 교실에서 최소
6피트의 소셜 디스턴스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신중하게 코호트나 교실에 배치해야 합니다. 또, 원격학급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원격 학습 아카데미(open enrollment period)RLA)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은 출신 학교(open enrollment period)홈 베이스 스쿨)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보장은 불가능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에 등록한 학생들의
첫 번째 희망 코호트에 대응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8 
학교의 특정 학년의 교실에서 물리적인 거리가 필요해서 정원에 도달했을 경우, 또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원격 지도를 
위한 정원을 초과할 경우 학군은 다음 절차를 따르도록 합니다.

원격 학습 아카데미(RLA)로 이동 
출신 학교를 떠나 RLA 에 입학하는 것을 선택하신 분께:

시나리오 배치 

같은 학년 학생들이 일제히 RLA 편입을 원하는 경우 - 학생은 RLA 에 등록됩니다. PSB 는 RLA 내에 해당
학년의 새 섹션을 열어야 합니다.

출신 학교 학생이 RLA 전학을 희망했으나 
RLA 의 학급 수가 너무 많아 다른 출신 학교 학생들과의 
코호트에서는 해당 학생과는 맞지 않는다.

- 학생은 RLA 에 등록됩니다. 학급 배정은 주로 출신
학교 이외의 학생의 코호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 
교사는 다른 학교의 출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1 월 16 일 이후의 수업 편성은 원격 수업이 
적절한 학생 수와 교사 수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변경이 확인되는 시점에 다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hybrid))의 출신 학교로 전환 
학생이 RLA 에서 출신 학교로 돌아가 대면 지도의 기회를 얻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

시나리오 배치 

출신학교 해당 학년 학생들이 직접 학습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한다.

- PSB 는 출신 학교에 해당하는 학년 섹션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학생은 새 섹션에 배치되거나 기존 섹션에 통합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소셜 디스턴스를 취하기 위한 물리적인 능력을 
넘지만, 클래스 전체의 섹션을 채우는데 충분한 학생이 
없다.

     -    가족들에게 인근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추첨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    추첨은 랜덤 번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결정됩니다. 
-    정원 내에 모든 빈 자리가 채워질 것입니다. 



-    추첨에 당첨되지 않은 학생은 추첨번호가 호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주: 아래 시나리오 참조

학급은 소셜 디스턴스를 위한 물리적인 능력을 초과하지만
학급 섹션 전체를 채우기에 충분한 학생이 없어 추첨으로 
재적이 결정되지 않는다.

     -    추첨번호가 호명될 때까지 학생은 현재 위치에 
          재적합니다. 

- 학생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지도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유가 있으면 보다 넓은 공간이 
있는 출신학교 이외의 학교로의 전학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 교통수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기간 중에 RLA 에 남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자퇴자나 RLA 전입자로 인해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대비해 홈스쿨에서 대면 지도를 희망하는 
학생의 웨이팅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Learning Models   추가정보  :   학습 모델   

리모트 러닝 아카데미(RLA)RLA))

K-8 원격학습 아카데미(open enrollment period)RLA)는  COVID 19 대유행으로 인해 브루클라인 공립학교의 아홉 번째 임시학교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RLA 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2 시 30 분까지, 금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1 시 35

분까지 운영됩니다. RLA 에서는 K-8 브룩라인 학생들과 동일한 커리큘럼과 학습지도를 제공하지만 완전 원격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RLA 학생들은 매일 동기학습과 비동기학습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RLA 에서 수강한 모든 과정은 자녀의 홈
스쿨 학점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 원격학습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  

원격 옵션만: 브루크라인 고등학교
완전 원격의 9-12 학년의 학생은, 연도초에 할당된 일정에 따릅니다. 학생들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가상수업에 참석하며 수요일은 단축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이나 반의 다른 학생과 매일 라이브 수업을 받거나 비동기 
학습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에서는, 1 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학생과 스탭이,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조합한 학습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월요일과 화요일 또는 목요일과 금요일 중 하루, 대면수업을 위해 등교합니다. 수요일은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을 받습니다. 원격 수업날에는, 학생들은 전공 과목(open enrollment period)미술, 음악, 건강, 월드 랭귀지, 체육, 건강과 보건)

이나 소그룹 지도를 포함한, 동기와 비동기의 구조화된 학습 지도를 받습니다.

홈 스쿨링 
학생들을 자퇴시키고 2020-21 학년도 홈스쿨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Office of Teaching

and) Learning(open enrollment period)OTL)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학교는 위의 학습 모델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브루클린 공립학교의 
학습 계획이 승인 될 때까지 가정 학교는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brookline.k12.ma.us/homeschool  을 참조해주십시오. 

http://www.brookline.k12.ma.us/homeschool
https://sites.google.com/psbma.org/psbremotelearningacademy/home


추가정보  :   출석   

결석 
학습모형 변경을 선택한 가정은 11 월 16 일(open enrollment period)월)까지 현재 학습모형으로 등교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부터 11 월 16 일까지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이 됩니다. 11 월 16 일 이후의 결석은 결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