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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금)
학부모님께,
제목: 브룩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교장 서신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전세계 사람들은 어둠을 집어삼키는 빛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디왈리를
보내시고, 빛의 축제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지난 주말 저는 가족과 함께 페트로 파블롭스크 요새에서 개최한 ‘빛의
신비전’을 관람했습니다. 요새를 배경으로 빛과 음악에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킹 선생님이 최근에 보낸 메일에도 나와있듯이 이번 주 학부모 여러분이 학부모 카페를 이용하고, 교사와 만남을 가지며
PPS 컨퍼런스에서 학생들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방과후 유치부부터
5 학년까지 학부모 여러분은 운동장 밖에서 아이들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경우). 아이들을
데려가실 때 학교 안전 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교내에서 오래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등교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어야
줄을 오래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헤드 보이와 헤드 걸 메시지: 스튜던트 보이스
그린 선생님들(Mrs Green and Mr Green)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스튜던트 보이스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튜던트 보이스는 학생들이 팀워크와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스튜던트 보이스에서는 학교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브룩스 트러스트와 함께 활동하면서 학교 활동 및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이제 11 월 16 일
월요일까지 학생 대표가 될 지원자들을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추후 짧은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페트루스(헤드 보이)와 조이(헤드 걸)
피처 프라이데이: 2 학년
이번 주 2 학년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UOI 의
일환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시를 골랐습니다. 2 학년 학생들은 하나의 감정을
선택하고, 어떤 색깔, 냄새, 맛으로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라 크라이네바(Ira Krayneva) 선생님

교복 안 입는 날 자선 행사
10 월 23 일 금요일에 개최된 '교복 안 입는 날 자선 행사'를 기획한 니콜, 빅토리아, 건영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클럽 버터플라이(Club Betterfly)"에 전달할 19,200 루블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어린이 및 그 부모를 위한 지역 단체입니다. 여름과 겨울
캠프를 주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조건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일을
합니다. 오는 수요일에 모금 금액을 기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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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언어 만다린 중국어
이번 주부터 브룩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 달의 언어" 행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참여형 장학금과 학생들의 개인 성장을
위해 언어를 홍보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언어는 만다린 중국어입니다. 다이닝 룸 입구에
중국과 만다린 중국어를 설명한 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총회에서 4 학년 학생 사라가 아주 용감하고 훌륭하게 중국어에 대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중국어는 그녀의
모국어입니다. 사라는 멋지게 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다리아 주에바(Daria Zueva) 선생님과 타티아나

라리오노바(Tatiana Larionova) 선생님
라이프 스킬 배우기: 수영 레슨
수영은 어린시절 많은 부분을 발달시키는 데 필수적인 라이프 스킬입니다. 모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5, 6, 9 & 10 학년 학생들은 지역 의대에서 주관하는 수영 세션을 진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당 세션은 일주일에 한 번 아침에 브룩스 학생들만을 위해 진행됩니다. 학교는
올해 안에 5 학년 학생들 전원을 위한 수영 레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객원 발언자
오늘 페트롭스키 시장 드미트리 펠리호비치 바긴(Dmitriy Felixovich Vagin) 씨는
11~13 학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의 역할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명예로운
자리에 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시니어 학생들이 장래와 타인을 도울 방법을 고민할
수 있도록 바긴 시장은 배울 점이 많은 이야기를 알려 주었습니다. 시장과 시청
직원들은 시의 인프라 시설을 발전시켜 노인과 퇴역 군인을 지원하고, 지역 인구 수를
늘릴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벤트 & 일정:
●

11 월 18 일 수요일 - 9 학년 학생들은 온라인 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자선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추후 자세한
정보 안내)

●

11 월 19 일 목요일 - iBrookes 온라인 학부모 MYP 트레이닝 @ 08:30 (Google Meet link TBC)

●

11 월 20 일 금요일 - 세계 어린이의 날(학급에서 시간표에 따라 수업 진행 예정)

●

11 월 25 일 수요일 - 온라인 회의 객원 발언자: 조나단 브로건, 나사, 국제 우주정거장(학생들만 참여 가능)

●

11 월 26 일 목요일 - iBrookes 온라인 학부모 PYP 트레이닝 @ 08:30 (Google Meet link TBC)

●

12 월 8 일 화요일 - Usborne 북 페어(추후 자세한 정보 안내)

●

12 월 10 일 목요일 - 인권의 날(학급에서 시간표에 따라 수업 진행 예정)

●

12 월 15 일 화요일 - 스위밍 갈라(추후 자세한 정보 안내)

●

12 월 16 일 수요일 - 11 학년 개인 프로젝트 전시회(추후 자세한 정보 안내)

Brookes Russia | Lazorevyy proezd, 7 | Moscow | Russia | 129323

info@moscow.brookes.org/info@saintpetersburg.brookes.org

Brookes Moscow & Saint Petersburg
Brookes Education Group
CANADA | KOREA | UK | USA | RUSSIA | INDIA

●

12 월 16~17 일 수~목요일 - 1 학기 마지막 브룩스 플러스

●

TBC - 각 학년 그룹의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회의를 대비한 연극 및/혹은 음악 공연 연습을 계속합니다
(온라인)

●

TBC - 크리스마스 클래스 파티 & 크리스마스 디너

●

12 월 22 일 화요일 - 1 학기 종강 (15:10 하교)

매주 업데이트되는 메뉴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r Mark Broom

교장
Brookes Saint Petersburg | Tatarskiy Pereulok, 3-5 | Saint Petersburg | Russia | 1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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