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커뮤니케이션의 긴급성 때문에 번역된 버전은 구글 번역기를 통해 제공되며 어색한 표현과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21년 12월 10일

친애하는 가족 및 교직원 여러분

, 시즌의 첫 눈송이가 이미 지상에 내리면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해당 학군이 날씨 관련 학교 취소
또는 개봉 연기. 또한 상황에 따라 학교 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겨울 폭풍이 예보되면 우리는 Brookline의 공공 사업체 및 공공 안전 공무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취소 또는 연기를 선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태풍의 규모와 강도가 매우 확실하게 예측되면 등교
전날 저녁 8시까지 등교를 결정합니다. 일기 예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 늦어도
오전 5시 30분 이전에 결정을 내립니다(있을 경우).

겨울 폭풍이 끝난 후 Brookline Department of Public Works(DPW)는 도시 전역의 도로를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즉시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로를 쟁기질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DPW를
사용하여 학교 주차장과 학교 주변 인도의 눈을 치우고 있어 교사는 주차하고 학생들은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폭풍이 끝나는 시기에 따라 때때로 이 폭풍 청소가 이틀째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DPW 직원이 계속해서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학교가 하루 더
휴교할 수 있습니다. 타운은 또한 주차 금지를 선언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폐쇄 여부에 대한 우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지방 자치 단체와 마찬가지로 올해 Brookline DPW는 전염병 관련 인력 부족, 제설 장비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망 중단, 제설 서비스에 대한 민간 계약자의 가용성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의자세히 설명된 이러한 요소 DPW 커미셔너 Gallentine메시지에는 휴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교육청 커미셔너는 현재로서는 올해 눈이 오는 날에는 원격 교육이 예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교육구에 권고했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취소된 모든 교육일은 6월에 보충해야 합니다.
메이크업 날짜는에서연간 달력에 기록되어 여기볼 수 있는있습니다.

휴교 또는 연기 결정이 내려지면 미디어 파트너에게 알리고, 웹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Twitter 및
Facebook 계정에 메시지를 게시하고, 자동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가족과 직원에게 직접 알림을
보냅니다. . 아래에서 이러한 소스에 대한 링크를 찾으십시오.

  웹사이트           www.brookline.k12.ma.us

  트위터            @BrooklinePublic

  페이스북         www.facebook.com/BrooklinePublicSchools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발표를 위해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할 것입니다.

라디오               WBZ(오전 1030시)

  텔레비전    WBZ(채널 4) www.wbz.com

                                WCVB(채널 5)www.wcvb.com

https://protect-us.mimecast.com/s/Pz4KCKr5QBsLN0o3IM9wrH?domain=brookline.k12.ma.us
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4/School%20District%20Calendar_2021-2022_FINAL_corrected%206.21.21.pdf
http://www.brookline.k12.ma.us/
http://www.facebook.com/BrooklinePublicSchools
http://www.wbz.com/
http://www.wcvb.com/


                                WHDH(채널 7) www.whdh.com

                                WBTS (채널 10) www.nbcboston.com

                                WFXT (채널 25) www.boston25news.com

                                뉴잉글랜드 케이블 뉴스 www.necn.com

개통
연기 2시간 연기된 개통에 대한 정보는 취소와 동일하게 공유합니다. 개학이 지연될 경우 K-8 및
BEEP 학생들은 평소보다 2시간 늦게 학교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리 버스 회사와
건널목 경비원은 지연을 알고 그에 따라 일정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Brookline High School
학생들은위해 이참조해야 합니다 2시간 지연된 개학을특별 일정을.

타운 비상 사태
위해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CodeRed Brookline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관해 Brookline 타운으로부터 중요한 알림을 받기에. 정보 및 등록 링크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rooklinema.gov/alerts개학

눈이 오는 날 또는연기 결정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적시에 귀하와
공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inus J. Guillory Jr., PhD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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