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학부모님께
RE: Brookes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쿨 리더십 & 매니지먼트에서 드리는 편지
12월 11일 금요일, 학생들은 축제 시즌을 축하하며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일을 보냈습니다. 산타가 PYP
클래스, 크리스마스 런치 및 온라인 수업을 방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선 음식 드라이브 행사를 위한
마지막 기부 홍보가 있었습니다. 홍보가 진행된 하우스 컴페티션은 가장 많은 물품(kg 단위)이 기부된 집이
우승합니다. 아
 래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총 기부 결과: 240.5kg; 물품 557개 (농구공 414개 또는
장미 8000송이 상당)
●
●
●
●

밸머럴(레드): 122 kg; 물품 250개 (iPad 174개
상당)
카나번(그린): 49 kg; 물품 144개 (티백
15,680개 상당)
윈저(블루): 41 kg; 물품 95개 (초밥 2,050개
상당)
블라니(옐로우): 28.5 kg; 물품 68개 (바나나
187개 상당)

기부 행사는 이미 우리 시의 노숙자 및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보다 운이
많이 부족했던 이들의 삶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 기부해 주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승한 밸머럴
하우스는 2021년 1월 개학식에서 축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반 학기 동안 학교 전체에서 자선 프로젝트를
이끈 Debra Johnson 선생님과 9학년 학생들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PYP 업데이트
매우 바쁜 학기가 시작했던 것처럼 짧은 원격 학습과 함께 끝났습니다! 가장 어린 학생들의 수업은 올해를
통틀어 가장 영감을 주는 것이었으며, 학생들은 언제나와 같은 열정으로 마지막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성공적인 PYP 상당 방문 이후, IB PYP 스쿨이 되기 위한 여정에 대해 우리 직원 모두가
2021년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새해에 우리 학생들에게 더욱 재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 학교의 명망 높은 골든 그리폰 어워드와 함께 성취를 계속 축하하길 기대합니다. PYP
코디네이터이자 우리 도시와 학교의 신입으로서, 저는 Brookes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쿨 커뮤니티 모두에게
제가 합류한 날부터 받은 따뜻한 호나영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2021년이 커뮤니티와 협력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MYP 업데이트
11 학년 / MYP 5 학생들은 개인 프로젝트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인 프로젝트
전시회에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날짜를 2021 년 1 월 27 일로 설정했습니다. 7 학년부터 11 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코스 작업의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이번 학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AP 업데이트
12 학년과 13 학년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 AP 과정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5 월에 실시되는 AP
시험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온라인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열심히 일하고 제 시간에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12 학년과 13 학년 학생들은 1 월 25 일에 시작하는 주에 1 학기 시험을 치르게됩니다. 학기
시험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택 과목 및 외국어에 대해 실시됩니다. 시험 시간표는 1 월 11 일 주에
발표됩니다. 12 학년과 13 학년의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이 수업을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다가오는 방학
동안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1 월에있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1 학기

과정을 검토 할 시간을 할애 할 것을 권장합니다. 모두의 안전한 휴가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2021 년의 멋진
시작을 기대합니다 !!
그리폰을 잡아라!
그리폰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상징 중 하나이며, 우리 학교의 로고 역시
동일합니다.그와 함께, 새로운 하우스 컴페티션이 시작됐습니다. Brookes
식구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전체를 탐험하며 문화적,
역사적 관광지를 방문하길 장려하기 위해 '그리폰을 잡아라' 대회를
개최합니다.
가족과 함께 학생들은 도시 내의 그리폰 상과 기념물을 찾아서 본인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학생과 함께 그리폰을 찍은 사진을 담당 또는 담임 교사에게
보내면 학생은 하우스 포인트 그리폰 한 마리당 3점을 받습니다. 그리폰을
잡아보세요! Brookes 탐험가의 일원이 되세요! 이번 대회엔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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