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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금)
Upper and Senior School 가족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휴일이 다가오면서 기온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는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에 밖으로 나갈 때 따뜻하게 입도록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학사
일정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건강하게 학기를 마무리하도록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킹 선생님이 보내셨던 메일 내용을 다시 공지 드립니다. Upper and Senior School 학생들은 12월
14일 월요일부터 1월 18일 월요일까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12월 11일
금요일까지만 등교하고, 내년 1월 18일 월요일부터 등교를 재개합니다. 원격 수업 기간은 학생
가족 여러분과 교직원이 귀국해서 자가격리를 마치는 것까지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 익숙한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온라인 수업에서도
변함없이 집중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업은 학교에서와 동일한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니 수업 시간을 준수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카메라는 전원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퇴장시키고
ManageBac에 이를 메모할 것입니다.
해당 메일 하단에 원격 수업 가이드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을 전후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브룩스 모스크바에서 18개월 동안 일한 Marco Fick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Marco 선생님은 화학, 수학, 문이과 통합 학문을 가르치셨고,
7학년과 8학년 학급을 담당하셨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사이에 인기가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유독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선생님은 부인과 함께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Marco 선생님은 MYP 화학 eAssessment에서 11학년 학생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올해부터 DP
화학을 담당하게 되시면서 12학년 학생들도 맡으셨습니다. 1월에 마르코 선생님 후임으로 오실
분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Campion, Squires,
Timshina 선생님들이 과학 수업 전반을, Luu, Mathioudakis 선생님들이 7학년 수학 수업을 맡아
가르치실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학교 기기 사용 규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으나, 많은 학생들이 아직 사용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이 학교 비품임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목적 이외에 게임, SNS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학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비품을 사용하도록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도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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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 학생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한 개별 프로젝트가 드디어 실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본인이 참여하는 활동에 솔선수범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Elizaveta Chochiya와 Eldar
Asadov 학생은 의류,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 물병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메일 하단에
정보를 추가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 드립니다.
Ekaterina Leonova 학생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교복 없는 날’이 12월 11일 금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은 사복을 입고 올 수 있고, 희망한다면 감비아 Gunjur Project를 지원하는
데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권장 기부금은 100루블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언어나 메시지를 내포하는 옷을 입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ohn Downey
Upper and Senior Schools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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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월)~01.15(금) 원격 수업
학생들은 GSuite에서 캘린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낸 초대장은
캘린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초대장을 열어 JOIN WITH GOOGLE
MEET을 클릭하여 온라인 학급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Managebac
모든 수업은 Managebac에서 각각 수업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목표와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Managebac을 활용하여
수업 목표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 Google Meet
학생들은 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을 만나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여러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Google Meet’ 플랫폼으로 진행됩니다. 선생님이 구글
캘린더를 통해 초대장을 발송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수업에 관련된 영상을 녹화하여 Managebac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캘린더 초대를 발송하면 학생들은 이메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Google Meet으로 수업 시간 동안 선생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면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매 수업마다 초대장을 발송하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수업이
시작했는데도 초대장이 오지 않았다면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세요.
온라인 에티켓
-

-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는 교복을 입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에 적절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Managebac에 학생과 선생님이 올리는 사진과 비디오는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SNS에
업로드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허가 없이 녹화, 사진 촬영, 화면 캡처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은 온라인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과목
실습이 필요한 과목은 온라인 수업에 반드시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끝내도록 지시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제게 email로 연락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잘 헤쳐온 만큼 이번에도 브룩스 학생들이 훌륭히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과목에 관련된 질문은 해당 과목 선생님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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