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 13주차

이벤트 스케줄

농구 및 터치 럭비 활동:
11월 19일@UISZ, 11월 24일@UISG
11월 27일: 아트 페스티벌 및 겨울 음악회

12월 3일-9일: 총합평가주간
12월 11일: UPAZ 행사의 날(형식 미정)
12월 15일: 중학부 여행 (스케줄 미정)
12월 16일:크리스마스 연휴 전 마지막 등교일

들어가며

이제 겨우 몇 주밖에 남지 않은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이번 주 역시 학생들이 교정에서

바쁘게 보낸 한 주였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PYP 초등학교

지난 5주 동안 2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축하 행사, 의식, 전통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저

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축하 행사들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우 재미있었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예술제에서 중국 전통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MYP 중학교

MYP Design 7 학년 수업 학생들은 홍보와 상표화 학습 단원을 학습해 왔습니다. 호주 국

가 은행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인 Steven 씨와 Zoom 통화를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Steven 씨는 자신의 인생 여정 이야기를 나눠주고 세계적 규모의 상표와 홍보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기업의 세계에 대해 배우는 것은 의미있는 활동이었습니다!





Miss Valentine 선생님의 전언

Quelle heure est-il ? 몇 시인가요?

여러분은 프랑스 사람들이 시간을 말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프

랑스어로 숫자를 알고 있다면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24 시

간 방식의 시계를 사용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 11 시가 되면 프랑스어로 23 heures 입니다.

- 오후 3 시면 14 heures

처음에 약간의 수학적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9학년 학생들이 지난 주에 발견한 또다른 비법입니다!

DP 고등학교

Ms Dina 선생님의 전언

이 DP 생물 실험의 주요 목적은 다양한 알코올이 생물학적 막에 어떤 영향을 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막은 주로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종종

세포 물질을 함유하여 세포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실험에서, DP 생물학자들은 메탄올, 에탄올과 1- 프로판올을 실험했습니다. 에탄올은

알코올성 음료에서 발견되며, 때때로 목재 알코올이라고도 불리는 메탄올은 실명과 사망

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1-프로판올은 치명적인 독성이 있어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이 물질들이 유기체에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세포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DP 생물학자들은 Vernier © Spectrometer 를 사용하여 흡광도 % 대 농도를 판독해 보았

습니다. 학생들은 이 도구를 사용하고 설치된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실습 기술은 향후 IA 과제에 필수적으로 이용될 것입니

다.





기숙사

기숙사 활동 요약 안내 Ms Moony 선생님의 전언

"드래곤 하우스"의 3 층 공용 휴게실에는 어린이용 영어 동화책이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

다. 매주 수요일 저녁 6 시 30 분부터 7시 30 분까지 초등학생 기숙학생들이 Ms. Moony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과외 시간에 이 책들은 아이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

니다! 학생들은 책장에 와서 관심 있는 책 한 권을 고른 다음 소파나 카펫에 앉아 혼자

읽거나 친구들과 한 권의 책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아이들은 조용히 혼자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영어로 읽는 소리를 즐기기 위해 큰 소리

로 영어 책을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책을 다 읽은 후 아이들은 자신들이 읽은 책을 Ms

Moony 선생님에게 서로 알려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말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

고 이야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양한 책이 있는 책장, 편안한 독서 환경, 정해진 독서 시간, 독서 내용을 함께 나눌 지

도 교사와 함께 독서하는 친구 그룹은 모두 초등 기숙생들이 영어 독서에 대한 관심을 키

우고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형성한 것입니다! 저희는 수요일 저녁에만

책벌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Ms Danna 선생님의 전언

11 월 7 일 주말에 기숙학생들은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광저우 그랜드 뷰 플라자에 갔습

니다. 오가는 길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전반적으로 여행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스케이

트장은 매우 크고 넓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시원한 스케이트를 탔고 저희의 실력을 과시

하기 위해 행복하게 얼음 위를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스케이터는 왕자와 공주처럼 얼음

위에서 자유롭고 우아하게 미끄러지면서 잘 탔습니다. 특히 Leo 와 Lila 는 자유롭게 활공

하는 두 명의 요정 같았습니다! Vincent 는 아이스 링크의 또 다른 스타입니다. 그는 스케

이팅하는 동안 에너지가 넘치는 훌륭한 스케이터입니다! Hans 는 처음에는 매우 조용하면

서도 열심히 탔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열심히 난간을 잡고 미끄러지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간을 잡고 있는 손을 천천히 풀고 자유롭게 빙판 위를 미끄러질 수 있었습

니다. Illima는 처음에는 스케이트를 타는 법을 몰랐지만 Anna와 Yasmine의 지도 아래 즐

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Lila 는 마치 아이들의 언니처럼 손을 잡고 함께 스케이

트를 탔습니다. 이와 같은 따뜻한 그림이 저희의 "따뜻한 커뮤니티"를 가장 잘 표현해 주

었습니다.



이 두 명의 거친 태클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Oliver 와 Harry Woodward 학생입니

다. 이들은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큰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며 학교 밖에서도 매우 활동적

인 학생들입니다!

동관 불독에서 럭비를 한 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5 년

얼마나 자주 훈련하나요?

매주 토요일, 그리고 때로는 토너먼트와 경기를 위해 더 자주 훈련

팀에서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Oliver: 스크럼 하프

Harry: 센터



럭비를 하면서 원정 경기를 해본 적은 있나요?

마카오와 홍콩

럭비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Oliver: 사람들에게 태클하는 것 (사람을 조심하세요!)

Harry: 모든 것

(프로) 수준의 럭비를 할 계획인가요?

Oliver: 물론이죠.

Harry: 물론입니다!

롤 모델인 프로 선수는 누구인가요?

Oliver and Harry: 영국 국제팀 10번 플레이어! Owen Farrell

다른 운동은 어떤 것들을 하나요?

축구, 크리켓, 농구 크로스 컨트리

활동량이 많은 남학생들의 식욕을 사랑해 주세요! 불~~~~~ 도~~~~~그!





나가며

그래서 저희는 탐험하고 적응하고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한 주가 마무리 되는

장면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긴장을 풀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통학 &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