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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가족 여러분.
추운 겨울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바, 기상 관련 학교 임시 휴업 또는 지연된 수업 개시를
알려 드리기 위해 취할 조치를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겨울 폭풍 시 학교 임시 휴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악천후가 예상 될 때, 우리는 학교 휴업 또는 수업 개시 지연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Brookline 의 공공 사업부 및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신중하게 기상청의 정보에 기반하는 일기 예보를 모니터합니다. 폭풍의 크기와 강도가 높은
수준으로 예측된다면 학교가 방과 전 저녁 8 시까지 학교 임시 휴업 결정을 하게됩니다.
일기 예보가 확실치 않은 경우, 늦어도 오전 5 시 30 분까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겨울 폭풍이 끝난 후, Brookline 공공사업부 (DPW)는 즉시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고 마을을
가로 질러 접근 할 수 있도록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길을 보수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학교
주변의 학교 주차장과 보도에서 눈을 치우고 선생님들이 주차 할 수 있도록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공공사업부 (DPW)에 협조합니다. 폭풍이 언제 끝나는지에
따라 때로는 폭풍우 후 보수가 2 일동안 계속 될 수 있으므로 공공사업부 (DPW) 직원들이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학교가 추가로 휴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휴업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차 금지가 타운에 의에 실행될수도 있습니다.
학교 임시 휴업 또는 학교 수업 개시 지연을 결정한 경우에만 연락을 드리게됩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미디어 파트너에게 알리고, 웹 사이트에 정보를 게시하고, 트위터 (Twitter) 및
페이스북 (Facebook) 계정에 메시지를 게시하고, 자동 전화 및 전자 메일을 통해 가족 및
직원에게 직접 알림을 보냅니다. 다음에 이러한 출처의 링크가 제공됩니다:
웹사이트

www.brookline.k12.ma.us

트위터 (Twitter)

@BrooklinePublic

페이스북 (Facebook)

www.facebook.com/BrooklinePublicSchools

라디오
TV

WBZ (1030 AM)
WBZ (Channel 4)
WCVB (Channel 5)
WHDH (Channel 7)
WBTS (Channel 10)

www.wbz.com
www.wcvb.com
www.whdh.com
www.nbcboston.com

WFXT (Channel 25)
New England Cable News

www.boston25news.com
www.necn.com

지연된 수업 개시에 대한 정보는 취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유됩니다. 학교 수업 개시가
지연되면, 발표된 지연의 길이에 따라 학생들이 정규 일정 시간 보다 1-2 시간 늦은 시간에
학교 또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버스 회사와 교차로 경비원은 지연 사실을
알게되고 이에 따라 일정을 재정비 할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지연된 수업 개시가 있는
경우의 수업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BHS Playbook 의 51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rookline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있는 비상 사태와 관련하여 Brookline 마을에서 중요한
알림을 받기 위해 Alert Brookline 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rookline.bbcportal.com/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휴업 또는 지연된
수업 개시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공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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