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 25주차

INTRO

주간 커뮤니티 활동 요약문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UISZ 온라인

교육 네트워크 안에서 진행되어 온 일들을 여러분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

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당초 예정된 2월 초 개학이 미뤄지어 UISZ 커뮤니티에 영향을

주었을 때, IT 코디네이터 Mr Chay 선생님은 즉시 온라인 교육을 통해 학업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 구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할 수 있었

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서 매일 얼굴

을 마주보고 수업하는 수업과 비슷한 환경을 원하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교재 공

유, 교사들간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저희는 지칠 줄 모르는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 기관의 우수한 온라인 학습 도구를 제공하여 교육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스크린 캐스트, 마이크로소프트의 teams, zoom, Education Perfect,

Explain Everything, Twinkl, Nearpod, Managebac과 Seesaw가 포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선생님들은 각자의 수업에 맞는 최상의 수

업 도구를 선택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MYP의 온라인 학습 과정은 온라인 학습 6주차에 있는 총괄평가에 집중하기에 이르렀다고 MYP

코디네이터 Mr Greg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MYP 교사와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사

용하여 시험을 마무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는 선생님들이 이 개성적인 학습

환경에 적응해야 했기에 다양한 형태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zoom을 활용하여 학생

들이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모습은 지난 주에 여러

과목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zoom을 활용한 “실시간” 학습을 하기 위해 한 주 동안 정상 수업 시간표에 따라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표는 최근 Mr. Peebles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만

약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학업을 도와주기 위해 자녀의 수업 시간표 복사본이 필요하시다면 Mr. P

eebles 선생님에게 연락하시면 선생님을 통해 시간표를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총괄 평과 결과와 함께 중간 성적표가 늦어도 3월 20일까지는 Managebac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온라인 강의의 특성 때문에 선생님들은 각 반에 대해 어떻게 각 학생ㄷㄹ이 온라인 학습을 진행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중간 성적표의 다른 측면은 이전과 같이 여러

분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Managebac의 성적표에 접속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실 경우 Mr. Peebles

선생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학부모님을 도와 자녀의 성적표와 선생님의

의견을 볼 수 있게 해드릴 것입니다.

유치원생
유치원생들은 Miss Kristi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학습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

모님 모두 저희의 막내 학생들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적합한 활동과 균형을 찾아주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자녀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

습니다.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6학년

지난 몇 주간 Ms Anouchka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시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동물 학대, 영화와 역사,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다양

한 형태의 그림들과 같은 열정적인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학습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주제를 고르고 대답하고 싶은 질문을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

우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Flipgrid를 사용하여 반 친구들이 선택한 주제와 왜

그것이 학생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비디오를 녹화했습니다. 교

사들은 또한 Flipgrid를 통해 선생님들의 열정과 활용 기술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담아 녹화했습니



다. 이 비디오는 학생들이 학습 여행을 떠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여행이 아이들을

어디로 이끌지 볼 수 있다는 것에 흥분이 되었습니다!



MYP

이번 학기에 Ms Estelle선생님에게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 7-8학년 학생들은 성탄절, 할로윈, 자

신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 대해 프랑스어로 말하는 방법과 이를 축하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

습니다. 지난 주, 학생들은 온라인 기반 시험 플랫폼인 Lingt를 사용하여 총괄 구술 시험을 치렀

습니다. Lingt는 학생들이 구술한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주 월

요일부터 구술 시험에 대한 피드백과 설명에 초점을 맞춘 실시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이어 Education Perfect를 이용한 온라인 듣기 연습도 실시했는데, 이 실습 시간에서 학생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과제를 수행하는 듣기 능력 평가에 도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금요일에 다시

만나 zoom 수업 시간을 가졌으며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하는 방법과 수행할 과제에 대해 논의

할 예정입니다.



DP

이번 주 11학년 학생들은 중간 평가를 완료하고 학생들의 성적표가 작성될 것입니다. 12학년 학

생들은 최종 IA와 TOK 에세이 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의고사 주간을 다음 주에 가질 예

정이며 이를 통해 최종 시험 전 마지막 한 달을 준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Mr John 선생님의 디자인 수업을 듣는 11학년 학생들은 4번째 탐구 주제를 학습하며 최종 작품

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선택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재의 물리적 특성, 기계적 특성, 미적 특성을 검토하고 있습

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Quizlet과 온라인 비디오 수업을 제공해 주셨습니

다.



Year 12

DP 12학년 학생들의 최종 시험일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비록 학교는 휴교 상태라 불행한

상황이지만 DP 12학년 학생들은 계속해서 과제를 마치고 수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업은 대부

분 zoo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과목의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 프로젝

트, 전시회 및 프로세스 포트폴리오와 최종 TOK 에세이 제출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지

도를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저희의 DP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개인적인 연결도 유지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은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는 지

난 몇 주 동안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DP 수업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수업 시간 외에도 IA, 핵심 과제를 제출해야

하고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DP는 엄격한 프로그램이고 이는 저희가

다른 위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대한 학생이 만들고 있는 미술 작품 진행 과정



11학년 Nick Wen 학생의 'New Office'



11학년 조민서 학생의 디자인 프로젝트

OUTRO

UISZ 커뮤니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경의 돌과 화살에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에게 불어닥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저희는 저희의 신념에 따라 훌륭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현장 수업 중이든 온라인 수업을 하든 학생들에게 최상 품질의 국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의지

를 품고 있습니다. 역경은 저희를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