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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제목: 학업 업데이트
학문적 관점에서, 저희는 1학기 종료를 앞두고 있고, 좋은 일들이 두 학교 모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는 다행히 Brookes Saint Petersburg에 있으며 학교 내에서 많은 인터랙티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저는 차기 Brookes School로 스리랑카에 투표했습니다). 저는 반 고흐의
작품을 토대로 7학년의 재능있는 학생들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아트 수업 시간에 지켜볼 수 있었고,
Brookes Moscow에서는 열정적인 12학년 학생들이 수학 고급 수준 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두 학교 모두에서 훌륭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1학년 학생
지난 주 저는 12/13학년용 DP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급에 관해 1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발송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우리의 학생들이 어떤 학급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고 어떠한
학급을 제공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IB World(학생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학습에 관하여 의사결정의 과정의 일부로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IB World Schools에는 이러한 혜택이
있으며 11학년 학생들에게 이러한 옵션에 관하여 얘기해주도록 권장합니다.

국제학교위원회(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CIS)
저희 학교가 세계적 기구인 국제학교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한 2년 과정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
주 저희는 국제학교위원회로부터 손님을 받았습니다. CIS는 전 세계 대부분의 학교에 대한 학교인증과
아동 안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IB 인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IB는 저희가 따르면서 평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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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인 반면, CIS는 전체 학교, 커리큘럼, 리더십, 안전, 아동 보호 및 다른 많은 일들을 살펴
봅니다. 이번 주 프로세스에 참여한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학부모님들은 저희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과 플랫폼의 수에 압도당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아래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교사 또한 친절하게 알려드릴겁니다.
ManageBac Moscow - Rick Lewis rlewis@moscow.brookes.org
ManageBac Saint Petersburg - Paul Ackers packers@saintpetersburg.brookes.org
IXL Maths Moscow - Rick Lewis rlewis@moscow.brookes.org
IXL Maths Saint Petersburg - Paul Ackers packers@saintpetersburg.org
SeeSaw - Jared Belworthy jbelworthy@moscow.brookes.org
BridgeU (두 학교) - osquires@moscow.brookes.org
DP questions (두 학교) - Rick Lewis rlewis@moscow.brookes.org
MYP questions (두 학교) - Camille Le Prou cleprou@moscow.brookes.org
PYP questions (두 학교) - Paul Ackers packers@saintpetersburg.brookes.org
Early Years questions (두 학교) - Jared Belworthy jbelworthy@moscow.brook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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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요약
●

●
●
●

●

Brookes Moscow가 이번 주 IB Community 블로그에 특집으로 게재된 IB World Schools 다섯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올해 저희 학교에서 코비드 제한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정된 주중에 원격 학습으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MYP Personal Project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날짜를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PYP에 대한 저희 iBrookes 세션에 합류한 40여분의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Dr Oliver Squires가 대학교 준비를 위해 양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서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희는 학생들이 대학교를 검색하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BridgeU로 알려진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저희 학생 중 많은 학생들이 CAS 및 서비스와 액션 프로그램을 통해 휴가 시즌 중 받은 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려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불우이웃을
위해 물품을 수집했으며, 어린이 호스피스를 방문하여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rookes에서의 교육은 교실 이상의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Rick Lewis
Brookes Moscow & St Petersburg 아카데믹 딘
rlewis@moscow.brook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