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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제목: 학업 업데이트
모든 학부모님, 보호자님과 Brookes Moscow 및 St Petersburg의 후원자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이맘 때는 가족과 만나고, 전통을 따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1학기 말 이전에 학업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Brookes Moscow와 St Petersburg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대학교 및 자녀의 다음 단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겁니다. 두 캠퍼스 모두, 저희는 BridgeU 플랫폼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알아보고 또한 직업 관련 탐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입학 준비에
대해 논할 때 학생들과 이야기해야 할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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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러시아에 머물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갑니까?
다른 나라로 갈 경우, 특히 관심이 있는 나라 몇 군데는 어디입니까?
해당 국가에 비자/여권 제한이 있습니까?
어떠한 분야의 학문에 관심이 있습니까?
선택한 대학교에 입학시험이 있습니까?
입학 수락을 받기 위해 필요한 DP 포인트는 얼마입니까?
SAT를 봐야 합니까?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만약 저와 대화를 하고
싶으시면, 미팅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키 센터
지난 주, 저희의 모스크바에 있는 키 센터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도를 보기 위해 WIDA 플랫폼을 사용해
왔습니다. 휴일을 보낸 후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키 센터 학생들 모두와도 동일한 과정이 수행될
것입니다. 각 부모에게 데이터가 제공되어 1학기 중에 자녀가 이룬 진도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공된
데이터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키 센터 교사에게 직접 문의하시거나 저희 키 센터 매니저인 Polina
Galantsova (pgalantsova@moscow.brookes.org)에게 연락하십시오.
1학기 보고서
1학기 말에 저희의 첫 번째 전체 학급 보고서는 학생들이 휴일 방학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ManageBac을 통해 발간됩니다. 보고서는 Brookes Moscow 및 St Petersburg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2021년 2월 9일에 공개됩니다. 이 보고서는 더 많은 정보와 예측 학점(DP 학생들의 경우)이
포함되므로 이전에 발송된 것과 다릅니다.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ManageBac을 통하는
것입니다.
아카데미 요약
●
●

PYP 학급은 현재 양 캠퍼스 모두에서 Unit 2를 완료하고 Unit 3를 시작 중입니다.
St Petersburg의 모든 3개의 프로그램 (PYP, MYP, DP)은 승인 신청 단계에 있으며 이는 곧
향후 2개월 이내에 IB World School이 되기 위한 방문일자에 대해 IB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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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평생학습을 권장하므로, 최근 2명의 교사들이 DP 교육을 수료했으며 방학 이후 5명이
더 교육을 수료할 것입니다. 또한 모스크바에 있는 교사들 중 한 명은 예일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수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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