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 34주차

INTRO

이번 커뮤니티 활동 요약 특별판은 2020 년 졸업식과 12 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졸

업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UISZ 극장에서는 멋진

졸업식이 열렸고 저희는 라이브 zoom 웹캠을 사용하여 이를 학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020학년도 12학년 졸업생들은 오전 8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했고 극장에서 졸업식을 준

비하면서 자신들의 졸업식 가운을 즐거운 마음으로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

은 졸업식 절차에 대한 리허설을 해보았습니다.









오전 11 시는 공식 사진 촬영 기사를 맡은 Mr Ascott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건물 로비와

야외 축구장에서 2020 학년도 학급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리랜서 비디오 작가도 비디오를

찍으며 여러 장면을 담아두었습니다.



졸업식은 오후 2시에 MYP 코디네이터이자 지난 2년간 학생들의 DP 학습 여정과 예상치

못하게 모두에게 영향을 준 최근 전염병 상황에 대한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신 Mr

Peebles 선생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뒤이어 유탈로이 교육 재단의 회장인 Mrs Dorothy Wong 여사의 졸업생들과 UISZ 커뮤니

티 전체에 대한 친절한 격려 및 졸업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 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과 손님들에게 진심이 담긴 축하 메시지를 건넨 Mr Evans 교장 선생님의

연사가 있었고 이어서 Mr Holt 기숙사감, Mr Forbes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Ms De

Gloppa DP Coordinator 선 생 님 의 영 상 메 시 지 를 보 았 습 니 다 .

그 후, 졸업생 대표인 강보선 학생이 지난 2 년 동안 DP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학생

들의 관점에서 겪은 여러 경험을 부각해준 열정적인 연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은 12 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억에 남았던 일들을 이야기해주었

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었던 일화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더

넓은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참여하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지혜

의 진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Ms. Douville, Ms. Bozzetti, Mr. Power, Ms. ZhouQin, Ms.

Yan, Mr. Jang, Ms. Francesca, Ms. George 선생님들이 이러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English A 과목의 Christian Hosub 학생을 필두로 각 과목에 대한 특별 공로

상이 각각 학생들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아래 전체 수상자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Visual Arts – 지대한

Mandarin A – Lucy Liu

English B – 강보선

Physics – 이지민

Chemistry – 강보선

Math Studies – Christian Hosub

Biology – 강보선

Mandarin Ab – 이지민

Math Standard – 강보선

Theory of Knowledge – 이지민

Global Politics – Tim Huang

Economics – 강보선

French Ab – Kathy Pang

Korean A – 강보선

Spanish Ab – Lucy Liu

Film Studies – Christian Hosub



이어서 다음과 같은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

국제 시민자상 - Lucy Liu.

CAS 창의성, 활동성, 봉사 프로그램 상 - Kathy Pang.

Cobra 스포츠 프로그램 상 - 이형인 학생.

2020 졸업생 대표상은 강보선 학생에게 돌아갔습니다.

이후 오후 4 시부터 7 시까지 Lychee 학교 식당에서 졸업생들과 교직원들이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된 졸업 축하 저녁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PYP

이번 주에는 학교로 돌아오는 4,5,6 학년 초등학생들을 볼 수 있어 매우 즐거웠습니다. 이

번 주는 새로운 규칙과 학습 일정의 변경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학생들 사

이가 다소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곧바로 서로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저희 학습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Mr Avdoos 선생님의 4 학년 수업에서는 이해력을 돕는 전략을 사용하여 내용과 지식을

전해주고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연결하며 지문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문자적이고 추상

적인 의미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화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들을 탐구하고 있는데 특히 Romulus 와 Remus 신화에 이를 적용해 보

고 있습니다.

신화의 특징은 고대의 설정, 특정 생물이나 괴물, 영웅과 영웅을 포함한 인간적이면서도

불멸의 등장인물, 하늘이나 지하세계에 대해 다룬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시작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음모와 같은 많은 다른 부분이 포함된 상당히 긴 이야

기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읽고 쓰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이 훌륭한 주제를 다루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현재

어느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시험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

시험은 수학, 영어가 포함된 수학 능력 평가였습니다. 저희는 2학기 마지막 주에 걸쳐 이

시험의 결과 정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발전 영역에 대한 목표를 정할 것입니다. 이는 학

생들이 다음 학년을 위한 준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BOARDING

‘바깥에는 괴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용이 있습니다.’― Nikita Gill

이번 주에는 더 많은 기숙생들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기숙학생들이 도

착해서 보고에 따르면, 모든 일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기숙학생들은 더 큰 소리

로 포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7일 기숙생들은 지난 주말 R&R 일식 점심을 먹기 위해 완다 광장에 갔습니다. 일반적으

로 기숙생들은 Covid-19 이후의 드래곤 하우스에 적응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주문을 넣었습니다.

초등학교 기숙생들의 귀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복학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OUTRO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졸업식과 함께 저희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졸업식과 관련된 사진들은 IB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의

자부심, 기쁨, 안도감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20년 졸업반 학생들이 단발

성 학습을 시작하거나 다른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다음 장에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또한 동문들이 계속 연락하며 미래의 성공 사례를

저희와 함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초등학생들게도 저희는 이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UISZ 는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긍정적

인 태도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UISZ 학교 &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