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 6주차

들어가며

이번 주도 바쁘게 지낸 또다른 한 주를 보냈습니다. 평화의 날 행사는 지난 금요일 오후

12학년 Nicholas 학생이 극장에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가 초래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용기 있는 노력으로 가까스로 모면한 사건에 대해 언급한 가슴 아픈 내용의 연설부터 시

작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그림 그리고, 양초 만들기, 드라마 및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여 평화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예술, 드라마,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활동

모습을 담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시행한 드라마 활동.





디자인 교실에서 한 컵 연주 활동.



축구장과 운동장에서 즐긴 스포츠 활동.





초등학교에서 한 양초 만들기 활동.



초등학교에서 시도해 본 헤나 문신 활동.





초등학교에서 한 종이접기 활동



드래곤 하우스에서 수행한 그림 그리기 활동





수요일에 학생 위원회 캡틴 후보 학생들은 오전 하우스 시간 때 연설을 하였습니다. 교사

들은 방과 후 직원 회의 시간에 투표를 하였습니다. 당선자들은 금요일에 발표될 것이며

다음 주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에 당선 학생들의 이름을 게시해드릴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행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다현 학생 - 봉사 캡틴 후보자



Selina Fan 학생 - 봉사 캡틴 후보자

Leo Wang 학생 - 스포츠 캡틴 후보자



Laurence Chung 학생 - 스포츠 캡틴 후보자

지수아 학생 - 예술 캡틴 후보자



Max Wang 학생 - 예술 캡틴 후보자

김도헌 학생 - 학생회장 후보자



William Chen 학생 - 학생회장 후보자

1 분기 말이 다가오는 지금은 첫 분기 때 일어났던 지난 일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학생들은 대면 학습으로 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

와 교사뿐 아니라 학급 친구들과 역동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

니다.

저희는 온라인 학습이 모든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발생하는 커뮤니티 활동과 건물

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

습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에 여러 명의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중고등학교가 계속해



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학생들은 코브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멋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곧 시행할 중간 성적표 발표와 학부모 교사 면담회에서 저희가 이룬 진척 상

황을 되돌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적표는 수치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

며 성장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성적표는 네 번의 성적표 중

첫 번째 성적표이므로 이를 성장의 시발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반 친구들과 여러분의

성적을 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스스로에게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

을까” 를 물어보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과 코디네이터들은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질문

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10 월 16 일에 있을 학부모 교사 면담회에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학교에 오시기를 기

대합니다.

PYP 초등학교

Ms Lyydia 선생님의 2학년 수업 학생들은 다른 초등학생들이 수요일 하우스 게임 시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운동 장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건강에 대한 현재 학습 단원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

해 조사해보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MYP 중학교

Ms Lyudmila 선생님의 예술 / 음악 수업의 6학년 학생들은 “세계의 리듬” 단원의 학습 과

정의 일부로 인도네시아 - 가멜란 전통 음악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통음악

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문화, 악기 그리고 특징에 대해 먼저 배우

고 난 뒤 학생들은 음악 수업용 악기로 가멜란 작곡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DP 고등학교

12 학년 영어 B 수업 학생들은 다가오는 총괄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모의 구술 내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 학생들

은 이전에 녹음했던 선배들의 시험 내용을 듣고, 평가 기준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을

신중하게 평가해 보았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눠

볼 기회를 주었고 10 월 방학 전에 있을 시험에 대해 더욱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

와주었기 때문에 유익한 연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9 월 20 일 일요일에 Grant 가족은 4명이 더 늘어났으며 7일 기숙생들은 함께 모여 정식

영국식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Match of the Day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하이라

이트)를 보기 시작했으며, 모두 함께 앉아서 다음과 같은 메뉴를 즐겼습니다. :

 계란프라이 (노른자가 위쪽에 있는)

 구운 콩 (Heinz 에게 감사 )

 전통 영국식 돼지고기 소시지

 기름에 지진 버섯

 베이컨 (뒷면만)

 토스트는 물론, 훌륭한 고풍스런 컵에 담긴 테슬리 차와 함께.

푸짐한 음식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아이들은 곧 정신을 되찾고 제 아들과 딸의 레고 놀

이와 인형의 집 가구 DIY 하기 프로젝트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생들은 제 가족과

친해져 갔으며 가정식 영국 아침 식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대화를 하

지 못했던 교직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좋은 아침이었습니

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1년 동안 더 많은 기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며

휴 - 저희는 이번 주를 좀 서두르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가 저희 주변의 것들

을 좋아하며 이끌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UISZ 는 절대 지루할 순간이 없습니다! 중간 고사

및 형성 평가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열심

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십시오! 그리고 멋진 주말을 보내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통학 & 기숙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