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B 커뮤니티 여러분, 

  

공중 보건 관리 및 의료 전문가와 협의하여 3 월 9 일 매사추세츠 교육청 장은 학생들을위한 대면 교육의 필수 

복귀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K-5 학생들은 4 월 5 일까지 돌아와야합니다. 6-8 학년 학생들은 4 월 28 일까지 

돌아와야합니다. 우리는 신중한 계획 노력으로 Brookline 학생들이 마감일 이전에 완전한 대면 학습으로 돌아 

오게되어 기쁩니다. 커미셔너의 지침 문서 및 프레젠테이션은 DESE 코로나 바이러스 업데이트 웹 사이트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홈베이스 학교의 학생들이 완전한 대면 학습으로 돌아 감에 따라 K-8 학생들은 더 이상 

하이브리드 교육 모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홈베이스 학교에서 완전히 직접 참석하거나 원격 학습 

아카데미의 일부로 완전히 원격 교육에 참여해야합니다. 

  

우리는 가족이 자녀의 학습 모델 변경을 요청할 수있는 현재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K-8 학생들을위한 최종 등록 변경 기회가 이제 가능합니다. 원격 학습 아카데미에 

등록하거나 탈퇴하려는 가족은 오늘 3 월 15 일 월요일 부터 3 월 19 일 금요일 정오 까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 모델을 변경하기로 선택한 학생은 변경 사항이 승인되었음을 확인하고 배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받게됩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 배치를 시작하기위한 교육구의 목표 날짜는 K-5 학년은 3 월 29 일 월요일, 6-8 

학년은 4 월 12 일입니다 . 학습 모델 변경을 요청하는 학생의 시작 날짜는 목표 날짜 이며,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교육구에서 학생의 공식 시작 및 배치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번 학년도 동안 가족 이 학생들의 학습 모델을 조정할 수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이때 자녀의 학습 모델을 

변경하면 학년이 끝날 때까지이 학습 모델에 유지됩니다.  

  

가족 선택 기간이 종료되면 교육 구는 등록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을 학교에 알립니다. 그런 다음 각 학교는 K-8 

학교의 학생들을위한 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준비합니다. 학교는 새로운 배치 정보가있는 경우 학생 / 

가족에게 직접 연락 할 것입니다. 

  

변경 요청 방법 

자녀의 현재 학습 모델을 변경하려면 (원격 학습 아카데미 등록 또는 탈퇴) 3 월 19 일 금요일 정오 까지 아래 

상자에 링크 된 양식을 작성하십시오 . 당신은 해야한다 자녀의 지역 ID 번호를 알고 (아스펜의 상위 포털에 

등록을 이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 ID 번호가없는 요청은 검토를 위해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늦은 

요청은 처리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자녀 (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만이 양식을 

작성하면됩니다. 자녀의 현재 배정에 만족한다면 양식을 작성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지역 ID 번호 또는 LASID에 

액세스하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doe.mass.edu/covid19/on-desktop.html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682/Parent%2520Portal-%2520Looking%2520up%2520Student%2520ID.pdf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www.brookline.k12.ma.us/cms/lib/MA01907509/Centricity/Domain/682/Parent%2520Portal-%2520Looking%2520up%2520Student%2520ID.pdf


  

불확실한시기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 리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학교 변경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어려운 과정이며, 우리 직원은 두 학습 모델 간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체 공개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브루클린 공립학교 

  

추가 정보 : 프로세스 

학생 배치 조정을 고려할 때 전체 학교 커뮤니티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물리적 교실에서 최소 3 ~ 6 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코호트와 교실에 신중하게 

배정해야합니다. 우리는 또한 원격 수업이 적절한 학생 대 교사 비율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면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 구는 현재 학습 모델을 변경하려는 학생을위한 모든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합니다. 

  

원격 학습 아카데미 (RLA)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학생들이 홈베이스 스쿨의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보장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체 대면 모델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배정 선호도를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지만 요청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학습 모델 공개 등록  

변경을 요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자녀의 현재 학습 모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설문 조사를 완료하십시오 . 변경하려는 각 어린이에 대해이 
양식을 한 번만 작성 하십시오. 
  

● 아랍어 : الرجاء الضغط هنا للترجمة العربیة       . 
● 중국어 : 点击 这里 查看 中文 翻译   

● 아이티 크리올 어 : Klike la a pou tradiksyon kreyòl ayisyen an.   

● 히브리어 : אנא לחץ כאן לצפייה במסמך בעברית   

● 일본어 : 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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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 한국어 번역을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포르투갈어 : Clique aqui para a tradução em português.   

● 러시아어 : Нажмите здесь,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доступ к 

русскому переводу.   

● 스페인어 : Haga clic aquí para acceder a la traducción al español   

● 베트남어 : Nhấn vào đây để truy cập bản dịch tiếng Việt.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cSnHFfiT7NTKKwEd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cSnHFfiT7NTKKwEd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UHvBMZeBA6viLU3i8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UHvBMZeBA6viLU3i8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UHvBMZeBA6viLU3i8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E1vJXYCvpYjVw5mx8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NJVS44WwttAhdB1W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scJsjzGFzkCAGr6u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scJsjzGFzkCAGr6u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XaGwwFq34JoyvVdZ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WJje9eqoXPwL7MNV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bPpqse9jaXsp31Ud9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aWBmMDtToYsNjoHJ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aWBmMDtToYsNjoHJ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8cS3zTdzjyKXV2Cn6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forms.gle/CbqtaF9w3oxL9PH56


K-8 학교의 특정 학년에 대한 모든 물리적 교실이 물리적 거리 요구 사항으로 인해 수용 능력이 있거나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원격 교육을위한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교육 구는 다음 프로토콜을 준수 합니다 . 

  

원격 학습 아카데미로 이동 

홈베이스 스쿨을 떠나고 완전한 원격 교육을 위해 RLA에 들어가기로 선택한 학생의 경우 : 

  

  

 

홈베이스 스쿨에서 전체 대면 교육으로 이동 

학생은 완전한 대면 교육과 함께 RLA에서 홈베이스 스쿨로 돌아 가기를 원합니다. 

  

대본  놓기 

같은 학년 수준의 학생 전체가 RLA로 전학을 

요청합니다. 

- 학생들은 RLA에 등록됩니다. PSB는 RLA 

내에서 해당 학년 수준의 새 섹션을 

열어야합니다.     

홈베이스 스쿨의 학생이 RLA로 전학을 요청했지만 

해당 홈베이스 스쿨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코호트에있는 해당 학생에 비해 RLA 클래스 크기가 

너무 큽니다. 

- 학생들은 RLA에 등록됩니다. 수업 배치는 

주로 홈베이스 스쿨 출신이 아닌 학생 

집단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교사는 다른 

홈베이스 스쿨 출신 일 수 있습니다.   

- 원격 수업이 적절한 학생 대 교사 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변경이 확인 되면 4 

월 12 일 이후에 수업 과제가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본  놓기 

홈베이스 학교 및 학년 수준의 전체 학급 학생이 

전체 대면 학습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합니다. 

- PSB는 홈 지역 학교의 해당 학년에 대한 추가 

섹션을 열고 고려할 필요가있다.   

- 학생들은 새 섹션에 배치되거나 기존 섹션에 

통합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기타 학습 모델 

  

원격 학습 아카데미 

K-8 원격 학습 아카데미 (RLA)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설계되고 운영되는 Brookline Public Schools의 9 

번째 임시 학교입니다. RLA는 K-8 학교와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30 분, 수요일 오전 8시-오후 12시) . 학교는 동일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 모든 K-8 Brookline 

학생들이 받지만 완전히 원격 학습 환경에서받는 학습 경험. RLA 학생들은 매일 동기식 및 비동기식 학습 

기회를받습니다. RLA를 통해 수강 한 모든 과정은 자녀의 홈 스쿨에서 학점으로 간주됩니다. 

  

● 여기에서 원격 학습 아카데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원격 만 옵션 브루클린 고등학교 학생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를위한 신체적 능력을 

초과하지만 전체 수업 섹션을 채우기에 충분한 

학생 이 없습니다. 

- 가족은 이웃 학교로 돌아 가기 위해 추첨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추첨은 난수 생성기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됩니다.   

- 실제 정원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좌석이 

채워집니다.   

- 않는 학생들 하지 추첨 번호가 호출 될 때까지 

복권에 좌석을받을 수는 현재의 위치에 머물 

것입니다 *   

* 참고 : 아래 시나리오 참조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위한 물리적 용량을 

초과하지만이 전체 클래스 부분을 채우기 위해 

충분한 학생들은하지 않습니다 및 않습니다 하지 

복권에 좌석을받을 

- 학생은 복권 번호가 호출 될 때까지 현재 배치에 

머물 것입니다.   

- 학생은 가능한 경우 더 많은 공간이있는 비 이웃 

학교에 과제를 제공하여 전체 대면 교육 

모델에 액세스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참고 : 교통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이 마킹 기간 동안 선택에 따라 학생에게 RLA 

유지를 제안   

- 대면 전체를 입력 할 수있는 자신의 집 학교에서 

대기자 명단을 설정하는 것은 공간을 

인출하거나 이동하는 학생들로 인해 사용할 

수있게됩니다 에 -사람 전체에서 RLA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s://sites.google.com/psbma.org/psbremotelearningacademy/home


공개 등록 기간은 현재 학습 모델을 계속 유지하게 될 Brookline High School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군 

K-8 설문 조사에 BHS 학생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BHS 학생에 대한 변경 요청은 원격 모델로 변경하거나 

완전히 직접 대면해야합니다. 이메일을 통해 Hal Mason, 보조 교장 hal_mason @ psbma에게 보내야합니다. org . 

  

홈 스쿨링 

2020-21 학년도의 남은 기간 동안 학생 (들)을 PSB 및 홈 스쿨링에서 철회하고자하는 가족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및 학습실 (OTL)로 보내야합니다. 홈 스쿨링은 위에 설명 된 학습 모델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는 

Brookline 공립학교의 학습 계획이 승인 될 때까지 홈 스쿨링을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brookline.k12.ma.us/homeschool 를 방문하십시오 . 

  

추가 정보 : 출석 

  

결석 

학습 모델을 변경하는 옵션을 선택한 가족은 시작일이 확인 될 때까지 현재 학습 모델로 학교에 출석해야합니다. 

사유 및 무단 결석에 관한 현재의 모든 출석 규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prev=_t&sl=en&tl=ko&u=http://www.brookline.k12.ma.us/home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