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okes Moscow & Saint Petersburg
Brookes Education Group
캐나다 | 대한민국 | 영국 | 미국 | 러시아 | 인도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Brookes Moscow의 유아반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난 2주는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중간 방학으로부터 돌아옴에 따라 저희는 학교 전체에서 새로운 학생들을 환영했으며 우리의
커뮤니티 전체가 모든 학생 하나 하나를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가상 학생, 학부모 및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했으며, 이는 학교 전체적으로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여러분 모두와 기쁘게 연결하였으며 올해 지금까지의 자녀의 진도와
성취를 공유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흥미롭고 다양한 학습 경험이 수 없이 펼쳐집니다.
Reception Bears와 Rhinos는 그들의 Unit of Inquiry의
일환으로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대해

한편 2학년

수학에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자신감과

기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E-안전과 온라인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했고 5학년 학생들은 고대의 문명을
탐구하고 역사적으로 수행되었을 수 있는 체육에서 일부
도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은 영령 기념일(Remembrance Day)에 대해
배웠고 이것이 친절한 글로벌 시민이 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그리고 향후 미래 세대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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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 분쟁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에 모든
유아반과 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날씨가 더 추워짐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올 때 바깥에
나가기에 적합한 복장을 갖추도록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모자, 목도리,
부츠와 스노우 바지 그리고 두꺼운 코트 등을 입어서 학생들이 따뜻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선한 공기와 운동을 위해 가능한 많이 야외 활동을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3학년과 마찬가지로 야외 학습을 할 것입니다. 3학년
학생들은 야외 공간을 이용하여 롤러 코스터가 있는 자체 테마 파크를
만들기 위해 슬라이드와 램프를 조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은 모두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친절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친절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친절 카드를 만들어 학교 내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너서리는 카드를 부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밝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절함의 정신에 입각하여, Ms
Alina는 1학년과 함께 친절의 날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는 멋진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보시고 웃어보세요. 1학년 친절 송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휴식이 되는 즐겁고 평화로운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 친절의 날.
감사합니다,

Ms. Laura Rennard
유아반과 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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