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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4 월 7 일
 
학부모님,보호자님,교직원 여러분 귀하 
 
    지난 밤 회의에서 브루 밤 회의에서 브루 회의에서 브루 브루크라인  교육위원회는 4        월 방학 기간을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결정했습
니다.   그 결과 결과 4  월 방학은  취소되고 4  월 21 일(화)  부터 2020  년 4  월 24 일(금)  까지 원격학습이 계
속됩니다. 4  월 20 일(월요일)   은 패트리어트 데이(Patriots’ Day)입니다.     그 결과 날은 학습지도를 결정했습 하지 않으며 

    모든 학교와 학군 사무실은 폐쇄됩니다 학교와 학군 사무실은 폐쇄됩니다 학군 사무실은 폐쇄됩니다 사무실은 폐쇄됩니다.

2019-2020   년도 마지막 수업일  은 2020  년 6  월 23 일(화요일)입니다. 수정   된 연간 달력은 연간 달력은 여기  웹 사이트 사이트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만약을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위해 공지된 것입니다만 공지된 연간 달력은 것입니다만, 4  월 10 일(금)  은 성금요일로,  학교는 "방학"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이것을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   출석률이 낮은 날"    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가 지도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도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연락을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사는 ,  사전에 공
유함으로써, 4  월 10       일에 학생에게 과 제에 임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는 교육위원회의   숙제에 관한 
방침   에 따라 4  월 10 일(금)  또는 4  월 13 일(월)까지 마감    하는 과 제를 결정했습 배정하지는 않을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것입니다. 
브루크라인    의 공립 학교는 이 방침을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따름으로써, 학생, 가 지도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족, 교직원에게, 종교  및 문화 문화 휴일이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축하의 기

 회를 결정했습 제공하는  노력을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 지도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지로, 저희는            학교 복도와 학군 사무실은 폐쇄됩니다 교실이 공부와 학군 사무실은 폐쇄됩니다 일로 바쁜 학생과 교사들로 가득 차기를 학생과 교사들로 가 지도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득 차기를 차기를 결정했습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실과 복도, 그 결과 리고    놀이터 에서 브루 학생들의 즐거운    목소리가 지도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들리는 날을 학습지도에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습 고 대하고  있습니
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어렵고 불안정한 시기이지만,   여러분과 가 지도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족 여러분이 하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가 지도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되어 이 시기를 결정했습 
슬기롭게 잘 넘기기를 결정했습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교육감 사무실 
전화：617.730.2401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2019-2020%20District%20Calendar_FINAL_last%20day.pdf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Homework_Religious%20and%20Cultural%20Holidays_Sep2019_Families.pdf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Homework_Religious%20and%20Cultural%20Holidays_Sep2019_Families.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