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0학년도 환영 인사 및 안내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2019/20 학년도에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2018/2019 학년도 IB MYP & DP 학생들의 최근 성적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 학년도 모든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지난 2 년 동안 지지해 주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졸업생들이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학교에서 최고 점수인 40 점을
받은 Pei 학생에 대해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저희는 그외의 모든
졸업생들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학년 학생들은 100%의 합격률을 달성했으며 UISZ 는 경제, 언어 및 과학
과목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다른 과목도 UISZ 는 세계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으며 이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뛰어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IB DP 결과뿐 아니라 IB MYP 에서도 92%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공을 이뤄냈습니다. 3 가지의 국제 바칼로레아트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는 우수 교육 기관으로서의 저희 명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문, 학생 발전, 복지에 중점을 둔 저희 방식은 UISZ 를 이 지역 최고의
국제학교 중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30 명의 새로운 학생과 가족, 그리고 새 교직원과 교직원들의
가족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UISZ 는 유대감이 깊은 공동체이므로
구성원 모두를 서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8 월 23 일 (금)에
있을 저녁 환영 및 UPAZ BBQ 파티 행사에서 모든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진급하여 들어오게 될 KG1, 초등
1학년과 7학년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 상담 교사인 Mrs Francesca
Ferrari 선생님은 학생들이 학교 일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만약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Mrs Francesca Ferrari
선생님의 이메일인 fferrari@uisz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부모님께 저희 BYOD(본인 기기 가져오기) 정책을 상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5 학년 부터 12 학년 까지의 학생들이 가져와야 할 전자 기기의
개요와 올바른 사용법을 설명해 놓은 안내문을 새로운 학부모님들에게도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ICT
코디네이터이신 Mr. Chay Cheng 선생님의 이메일 ccheng@uiszc.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는 새로운 비전, 사명 및 안내문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에 학생,
학부모 및 교사진과 협력하여 새로운 비전, 사명 및 지침서를
개발했습니다. UISZ 는 학습과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탐색, 적응,
영향! 관련 내용은 이메일에 첨부해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는 저희 학부모 협회인 UPAZ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UPAZ 는 학부모, 학생 및 교사들이 모두
화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 Rex Luo
선생님의 이메일 rluo@uiszc.org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에게 인사 드리고 싶으며 8 월 23 일(금) 저녁
7 시에 있을 학부모 환영 저녁 행사 및 UPAZ BBQ 파티에 학부모님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학년도에는
학부모, 학생 및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스포츠
행사 및 축하 행사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지속해서 공동체 의식을
쌓아갈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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