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 21주차 

 

 

 
 

 

 

다가오는 행사 안내 

2 월 3 일 : 6 학년 전시회 

2 월 5 일: 교내 설날 축하 행사 

2 월 6 일-21 일: 설 연휴 

2 월 22 일 : 개학 수업 재개 

 

 

들어가며 

이번 주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중국 새해 등불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중국 새해 등불을 만들었던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PYP, MYP, DP 수업 시간에 이뤄진 다양한 학습 활동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전언 

  

존경하는 UISZ 학부모님 및 친구들에게  

  

설날 연휴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설날 기념 행사일도 마찬가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한(학교에 학부모 초대 불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UISZ 는 쉬지 않고 다음 주에 

등불 대회와 같은 특별한 행사들과 함께 신년 축하 행사를 개최하는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저희는 이 행사를 위해 등불을 설계하고 선보였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신축 교정 진행 상황  

  



 

 

 

 

다음 정보는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교정 공정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서쪽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대지를 얻었고 영구적인 5m 의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더 안전해 지고 녹색 공간도 갖출 것이며, 먼지도 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비슷한 장치가 현재 경계선으로부터 약 30 미터 떨어진 곳인 매점 북쪽에 앞의 장벽과 

유사한 3m 의 장벽을 짓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녹색 공간, 더 안전하고 더 조용한 환경, 

학교에서 더 나은 성공, 더욱 향상된 공동체 체험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정경  

  



 

 

T 새로운 부지의 발굴과 공정은 북쪽 지역(기숙사, 축구 경기장 그외 부대 부분)의 평탄화 

작업과 함께 엄청난 발전을 보였습니다. 남쪽 지역의 기초 공사도 지하 굴착 작업과 함께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새로운 3D 건축 모델이 현재 접수처 홀에 전시되어 

있으며 곧 온라인 Q&A 시간을 갖기 위해 학교 건축 담당자인 Mr Thomas Chow 씨를 

초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커뮤니티 안내문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에 더 자주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질문, 의견 또는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이메일 spelletier@uiszc.org 이나 제 비서 jackiep@uiszc.org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Mr. Pelletier  

 

 

PYP 초등학교 

Ms Lydia 선생님의 전언 

3 번째 학습 단원 기간(UOI) – 2 학년 학생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을 연결해 보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함께 자신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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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착지 간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생했는지 탐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원이 끝나갈 때, 학생들은 정착지의 

디오라마를 만들었고 정착지가 사람들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해 주는가를 반영한 디자인을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 학습 단원 과정 중 하나인 첫 번째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지역 

마을을 방문하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지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전통 

가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이 체험 학습에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MYP 중학교 

Ms Ivy 선생님의 전언 

태양계는 IDU 주간 이후 9 학년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학생들이 이미 태양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브레인스토밍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모델과 코페르니쿠스 모델의 역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간단한 행성을 만들어 보았고 태양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얻었습니다. 



 

 

 



 

 

 

 



 

 

 

 

 

DP 고등학교 

Mr Rezart 선생님의 전언 

DP 수학 AA 수업의 HL 학생들은 벡터 및 스칼라 양과 2D선과 3D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학생들의 DP 수학 과정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기존의 개념을 활용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협동하며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숙사 

이번 주 기숙사에서는 두 번째 태권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태권도 교실은 태권도 

검은띠이자 국가대표 2 급 자격을 가진 Mr. Jackson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A 와 B, 2 개의 반으로 나누고 각 반에 8 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련을 

하였습니다.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었던 학생도 있고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서로 돕고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조화롭고 훌륭한 훈련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태권도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들은 코치의 말을 경청하며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태권도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체력을 키우고 협동정신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7 일 기숙생들은 실내 새우 낙시터에 갔습니다. 처음에, 7 일 기숙생들은 

새우를 잘 잡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내심이 있었으며, 몇 번의 실수 끝에 결국 

모두가 새우를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Leo 학생은 낚시터에 유일했던 

부활절 달걀과 같은 거북이를 잡았습니다. 이번 새우 낚시 활동은 행사 과정 전체가 

행복한 웃음과 유쾌한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행복의 원천은 학생들이 잡은 새우의 

수 때문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한 가지 일을 수행하기 위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성공했던 일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후에 학생들은 정청 완다 광장에서 맛있는 일본 

음식인 스키야키를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학생들은 방탈출 게임을 하고 주말을 

즐겁게 마무리하기 위해 쇼핑을 하였습니다.  

 

 

 



 

 

나가며 

다음 주에는 중국 등불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는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봬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통학 &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