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 20주차 

 

 

 
 

 

 

 

앞으로 있을 행사 안내 

1 월 23 일: 온라인 개방일 (토요일 오전 10 시) 

1 월 25 일: 중고등학교 교장과 동관 커피숍에서 학부모 모임 

2 월 5 일: 설 축하 행사의 날 

2 월 6 일-21 일: 선 연휴 방학 

 

 

들어가며 

이제 IDU 주간이 끝나 학생들은 평소대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학 선생님 Ms. Ivy 

선생님이 복귀하셔서 수업 일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YP 초등학교 

Mr Steve 선생님의 전언 

“3 학년 학생들은 최근 학습하고 있는 단원인 “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에서 다양한 

유형의 작문법에 대해 배우고 글을 써왔으며, 저희의 예상독자가 누구인가가 저희의 작문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작문 유형 중 

하나는 절차적 작문과 “어떻게 ……” 작문입니다. 저희는 학생 모두가 참여한 경험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더 많은 “실습”을 하기 원했습니다. 다행히 5 학년 수업에서 과학 

실험을 했고 저희는 슬라임 만들기에 배울 수 있는 시간에 초대되었습니다. 카펫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곧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과학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MYP 중학교 

Ms Tiffany 선생님의 전언 

새 Mikasa 배구공이 도착하였고 이어서 배구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8 학년 학생들은 

기본적인 받기 기술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선 과정을 통해 기본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아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Mr Greg 선생님의 전언 

지난 주에 마친 IDU 주간 내내 열심히 공부한 모든 MYP 학생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6 학년은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할 전시회 준비를 마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7-

9 학년은 MYP 의 연간 수행 과제의 일부인 학제간 프로젝트 IDU 를 완수하기 위해 

학년에 따라 맞춰진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10 학년 학생들은 수학과 인문학 지식을 

결합한 IDU 과제와 관련 eAssessment 시험을 보았습니다. 모든 학년 학생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주에 새로운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들었습니다. Ms. Ivy 

선생님이 복귀하면서 저희는 수학과 과학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Ms. Ivy 선생님이 UISZ 에 복귀하셔서 기쁘며, 교실 안팎에서 MYP 와 

DP 학생들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DP 고등학교 

12 학년은 5 월 초에 있을 마지막 DP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모의 DP 시험을 보았습니다. 

향후 몇 개월 동안 CAS, IAs, EE 및 기타 필수 과제들을 제출해야 하는 최종 마감일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 학년 학생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세요! 

 

나가며 

2 월 1 일부터 5 일까지 진행되는 10 학년 e-assessment 모의시험 주간을 향해 가고 있는 

또 다른 바쁜 한 주가 끝이 났습니다. 2 월 5 일은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 마지막 

등교일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2 월 22 일 월요일에 돌아오면 됩니다. UISZ 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며 월요일에 다시 학생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통학 &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