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금)
학부모님께
RE: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월요일에 학교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한 8학년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주정부가 취한 추가 조치로 인해 2월 1일 월요일부터 교내 수업을 개시하게
되었으니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당 기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과거가 되었고, 2021년 새해는 더욱 환할 것입니다. 새해는 긍정적인 기운과 희망이 움트기
마련이죠.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며 서로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빈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에 행운을 넘치도록 받으세요!)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언제나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휴식을 취하면서 본교의 성실하고 전문화된
교직원들은 교내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변환에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애써주신 데 감사를
표합니다.
수요일에 진행된 총회에서는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새해
목표를 정했습니다.
브룩스에는 25개국 출신 학생들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이달의 언어는 ‘그리스어’입니다. 4학년
소피아가 학교 공동체에 역사가 길고 문화 유산이 풍부한
자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시각 예술 담당 베라
선생님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외 겨울 아트 챌린지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1월 29일까지 학생들이 진행한 교외 미술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단 이메일)
월요일에 합류한 세 명의 신입 교직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
●
●

베라 니콜라예브나(Ms. Vera Nikolaeva) (vnikolaeva@saintpetersburg.brookes.org) - 시각 예술
담당 (Years 3 - 13)
엘레나 보고몰로바(Ms. Elena Bogomolova) (ebogomolova@saintpetersburg.brookes.org) 언어 보조교사 (Key Centre)
다리아 스미슬로바(Ms. Daria Smyslova) (dsmyslova@saintpetersburg.brookes.org) - 언어
보조교사 (Key Centre)

교복
교내 수업이 개강되기 전에 체육복을 포함하여 교복 세트를 모두 구입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등교 시 교복을 착용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스쿨 키트를 제대로 착용하고 체육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브룩스 섹션에 접속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startkid.ru/brookes ID: Brookes 비밀번호: Brookes ("B"는 대문자이고, 나머지 문자는 소문자). 각
학년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품은 첨부한 복장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사이즈, 배송, 재고
등은 uniform@moscow.brookes.org로 문의하세요.
학사 업데이트
원격 수업 팁
2월 1일까지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공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
●
●
●

가정에서 학생들은 공부할 책상 혹은 테이블, 의자를 갖춰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제시간에 출석해야 합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매일 ManageBac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내용과 수업 목표가
표시되어 있는 캘린더를 꼭 참고하세요.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집 안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잠시 걷도록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화면을 끄고, 수업 외에 할 만한 다른 활동을 찾아봅니다.

Diploma Programme (DP)를 위한 iBrookes
내년에 Diploma Programme (DP)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iBrookes 세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iBrookes 세션은 Academic Dean 및 DP
코디네이터인 Rick Lewis 선생님이 담당하실 것입니다. 온라인 세션 초대장은 9~11학년 학부모
여러분께 발송될 예정이지만, 다른 학년 학부모 여러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해당 세션은 DP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학교 입학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 전반적인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학부모 여러분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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