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020년 12월 4일
안녕하십니까, 유아반과 초등학교 학부모님 여러분,

Brookes Moscow에 장식이 보이기 시작하고 학생들은 크리스마스 축제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축제 기간 중에 학문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축제의 즐거움을 즐기는 균형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약간의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저희
유아반과 초등학교 학생들 모두는 야외 공간에서의
즐거움을 계속 누릴 것입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옷을 든든하게 입고 오길
바랍니다. 저희는 추운 겨울에 대비해 코트와
스노우복을 위한 공간은 물론 신발장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3, 4, 5, 6학년 학생들은 라커와
필수품을 보관할 수 있는 휴대품 보관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ception Bears 학급의 Mr
Ted는 이번 주에 새로운 겨울 옷을 준비하여
따뜻하게 겨울을 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5학년 학생들은 고대문명(Ancient
Civilisations)에 대한 멋진 회의를 공유했습니다. 이 회의는 온라인 회의인
관계로, 홈룸 교사들과 학급은 채팅 기능을 사용하여 서로 소통함으로써 민주적인
투표는 물론 추가 사실 찾기 작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의 Units of Inquiry가 마지막에 도달함에 따라, 상당한 협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3학년은 초등학교 나머지 학생들과 순환 기준으로 Science Fair를 공유했고
2학년 학생들은 자체 아트 갤러리를 만들어 작품을 기념했습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이 전통적 게임을 즐기면서 학급 동료의 생일을 기념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모두가 활짝 웃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다 확대된 커뮤니티에 대한 약속의 일부로, 저희는 새 제품이거나 거의 새 제품에
가까운 성인용 의류와 새 제품이거나 거의 새 제품에 가까운 장난감을 수집하여
모스크바에 있는 St Andrews Church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이 물품들을
도움이 필요한 모스크바 커뮤니티 일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수집에 지원해주실
수 있으면 아이 편에 학교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난감과 의류가 깨끗한지
확인하여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반과 초등학교의 많은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파티에 관해 물어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저희에게 발급된 COVID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에 축제 활동의
날(Festive Activity Day)을 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학생들은 평소의 그룹에
머물고 담임 교사와 전문 교사들이 다양한 페스티벌 테마 활동을 기획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기념하고 크리스마스용 수제품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디너를 먹고 바깥에서 음악과 댄싱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킬 예정입니다.

많은 배움과 즐거움이 있게 될 향후 몇 주는 무척 바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Units of Inquiry에 대한 부가적인
평가, 필기 평가 및 축제 활동의 날(Festive Activity Day)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직원들은 1학기 마지막 날까지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고 평상시와 같이 월요일 아침에 밝은 모습으로 보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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