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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금)
Upper and Senior School 학부모님께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저는 매 학기 말에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휴일은 브룩스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
내내 수많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루어낸 성과가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브룩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8월 31일에 개강했습니다. 일부 학년은 자가 격리할
수밖에 없었지만, 12월 11일까지 타 학년 학생들은 교내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격 수업으로 바뀌어도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새해 주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고국에 다녀와 자가 격리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전세계인에게 힘든 해였습니다. 개교 2년차였던 시기에 닥친 일로 브룩스는
학생 교육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룩스 모스크바 지부의
교직원과 학생들, 학부모님들의 노력 덕분에 무사히 학기를 보내며 학생들이 학업과
개인적인 면에서 이룬 성과를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2021년을 축하하고 있지만, COVID 19 상황은 1월 1일에도 여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브룩스는 새해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주간 동안
타국으로 돌아가는 가족 여러분은 학교 측에 공지해 주시고, 자가 격리 수칙을
준수하며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교내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0년과 1학기가 마무리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떠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Le Prou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쿵쾅쿵쾅 드릴 소리가 들리던 Mr.
Le Prou 선생님의 방, 도서관에서 친절한 웃음으로 도움을 주시던 Mrs Le Prou 선생님,
MYP와 예술 수업 학생들이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애써 주시던 Ms
Camille Le Prou 선생님이 없는 브룩스가 어떨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Beau와 Denise Le Prou 선생님은 2년 반 동안의 러시아
생활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귀국합니다. 2018년부터 함께
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브룩스에서 Mr. Le Prou의 방은 투어마다
반드시 들러야 하는 명소였고, Mr. Le Prou 선생님이
그곳에 있다면 행운이었습니다. Beau Le Prou 선생님은
브룩스 모스크바에서 독특한 교수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Mr Le Prou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학생들은 많은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공헌에 감사하는 뜻으로 디자인 룸은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뉴질랜드로 돌아간 이후에도 Le Pr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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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가족이 건강하고, 그들의 앞에 행운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Camille Le Prou MYP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MYP 첫
기수 학생들이 과정을 완수하여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과
선생님을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iBrookes
세션에서 학부모 여러분을 도와 MYP와 IB를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Upper School 학생들의 예술 수업을 담당하면서
11학년 학생들의 예술 포트폴리오가 눈에 띄게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Camille 선생님도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뉴질랜드
웰링턴 퀸 마가렛 대학에서 MYP 코디네이터로
근무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IB 스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은 Camille 선생님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브룩스 모스크바 지부에서 그랬듯이 퀸 마가렛
대학 MYP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작별은 슬픈 일이지만, 1월에 새로운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월 11일에 지역 사회에서 오는 학생들과 국경 폐쇄로 입국이 미뤄졌던
외국 학생들이 새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브룩스를 떠난 선생님들의 공백을 메우고,
학생들에게 더욱 새롭고 흥미진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선생님을 모집 중입니다.
1월 초에 Upper School에 새로 오신 선생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영리한 사람이에요. -곰돌이 푸-”
이제 여러분이 행복하고 안전한 새해를 맞기를 기원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2020년은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곰돌이 푸에 나온 격언과 브룩스
퍼포먼스 극장 벽면에 적힌 격언인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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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영리한 사람이에요’가 당연히 주어지는 말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특히 학생들은 그들이 마주한 고난을 극복하며 놀라운
인내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 더욱
용감하고 강하고 영리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브룩스는 1월 18일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Nollaig Shona agus Athbhliain faoi mhaise daoibh,

John Downey
Upper and Senior School Princip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