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2일, 금요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여러분,
제목: 교장 및 학장의 서신
新年快乐，万事如意 xīn nián kuài lè, wàn shì rú y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PYP에서 오늘 구정 모임과
워크샵을 주도해준 Mr Li, Mrs Liu, Mrs. Wei, Mrs. Wang, Mr. Ran, Ruihan, Ran, Francisco, Sara에게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의 중간 보고서 배포 및 최근에 개최된 학부모 학생 교직원(PPS) 컨퍼런스 이후, 완전히
업데이트된 자녀의 진도가 공유되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전체에서 학습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Brookes Saint Petersburg는 IB를 통한 높은 수준의 전인교육으로 도시 내 많은 국제 학생들의 가족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많은 새로운 가족들 가운데, Brookes Saint
Petersburg에 입학한 새로운 가족의 리뷰를 보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최근에 Brookes에 등록했습니다. 전학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고
쉬웠습니다. Brookes Saint Petersburg는 각 학급마다 많은 국적의 학생들이 있는
진정한 국제학교입니다. 영어는 학교 전체에서 사용되는 유일한 의사소통
언어입니다. IB 프로그램과 함께 국제적 마인드, 따뜻한 환경과 매우 맛있는
음식(저희 아이들에 따르면)이 저희 아이들의 학습 태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며, 무엇보다도 집이 아닌데도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준 Brookes의 직원 및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탐구학습(unit of inquiry)의 마지막에 접어들며 배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4학년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탐험가와 전기를 전시한 살아있는 동상(Living Statue)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학교 전체의 학생들이 각
탐험가의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새로운 탐구학습이 시작됨에 따라,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관찰 능력을 사용하고 사물을 현재의 경험과
지식에 연결시킴으로써 스스로에 관해 질문하며
과거와 다른 사물에 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Brookes Saint Petersburg는 이번 달 그리스 총영사와 부총영사가 방문함에
따라 그리스어를 기념했습니다.
"세인트피터스버그의 그리스 총영사로서, Brookes Saint Petersburg의 초대를
받아 ‘이 달의 언어’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지난 주 인터랙티브 온라인 모임
중의 하나에서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소개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학교의
기풍과 분위기는 학교 내의 모든 언어와 국적에 대한 관심과 존중에
스며들어 학생들은 다양성을 기리고 학교 내 25개 국적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로, 그릭 샐러드와 그릭 치즈
파이(티로피타)와 같은 그리스 전통 음식이 제공되어 학생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그리스의 요리를 즐긴 것도 기뻤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매우 필요한 국제적 마인드를 증진시켜준 Brookes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Brookes Trust
지난 주 Brookes Trust (학부모-교사 조직)는 모임을 갖고 Book Week과 같은 향후 이벤트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탐구학습에 연계되는 강사 초빙과 도시 내 방문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PYP 학부모로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 시간을 내어 학교를 찾아 일대일로
학생들이 읽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자녀의 학급 교사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아래의 학급 대표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중고등학교에 더 많은 대표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학년 그룹

이름

이메일 연락처

너서리/리셉션

Susan Paul

susan.paul@gmx.at

1학년

Ahreum Choi

pianyar@naver.com

2학년

Luibov Broom

lubovtoday@hotmail.com

3학년

Svetlana Bogomazova

alfredolana@yandex.ru

4학년

Helene Lloyd & Elena Ileri

hl@tmiconsultancy.com & grellenka@gmail.com

5학년

Daniela Lipner

lagunasdaniela@gmail.com

6학년

Wendy Wei

wendy.wei0620@gmail.com

7-13학년

Eleni Psichopeda

elpsichopeda@mail.com

학업 업데이트
저희 11학년 학생들이 이번 주에 Mock eAssessments를 시작하여
화요일에 종결할 예정입니다. eAssessment는 학생들이 5월의
시험이 끝날 때 MYP 인증서를 받기 위한 요건(개인
프로젝트처럼)입니다. Mocks는 샘플 문제를 보여주고 시간제한을
두어 문제를 풀어 봄으로써 최종시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Brookes Saint Petersburg의 MYP 및 DP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의 다음 iBrookes 세션에 참석하여
주십시오: 2월 18일 (목요일) 08:30 - 09:30. 많은 주제를 다루고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날짜와 알림
●
오늘 - 구정 모임 @ 08:40 (학생들만)
●
17.02 - 학교내 11학년 개인 프로젝트 전시회 @ 17:30 - 18:30 양식을 통해 가입
●
18.02 - MYP iBrookes 세션
●
25.02 - PYP iBrookes 세션 - PYP 수학
●
27.02 - 패밀리 푸티 펀 데이(Family Footy Fun Day) (아래 포스터에서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
01.03 - 05.03 - 북 위크(Book Week)
●
03.03 - 북페어(Bookfair)

감사합니다,

Mr Mark Broom

교장

Mr Rick Lewis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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