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ISZ 커뮤니티 활동 요약 안내문 – 36주차

INTRO
이번 주 목요일에는 유치원생들이 캠퍼스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으며 이는 더이상 등교하

지 않아도 되는 DP 졸업생을 제외한 전교생들로 학교를 가득 메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희가 겪은 모든 일들이 지나갔다는 매우 놀라운 소식입니다. 저희

UISZ 교직원들은 다시 한 번 커다랗고 행복한 가족과 같은 커뮤니티라는 사실을 확인하

고 이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

니다.

PYP

많은 초등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몇몇 학생들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구촌 학습”이 지금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에

모든 학생들을 참여하게 하고 학생들이 주어진 일에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2학년 학생들은 어린이날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들

은 아이들의 권리와 어린이날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든 아이들이 실제로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권리를

존중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와

해외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만큼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과 관용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삶

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고 깊이 있는 생각을 담은 발언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아름다운 공헌은 하트 모양의 꽃을 피우는 활동으로 마무리하였습

니다. 초등학교는 모든 소중한 어린이들에게 매우 행복한 어린이 날이 되기를 기원하였습

니다. 저희가 UISZ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이유는 자신감 있고 개방적인 국제 시민 정신을

저희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5학년 학생들은 현재 학습 단원에서 전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생

들은 간단한 직렬 전기 회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학생들은 세포, 전선, 전구, 스위치 및 알

림 버튼을 포함한 기본 부품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각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에 램프가 건전지와 함께 완전하게 연결된 물품의 일부인지의 여부와 회로

의 완성 여부를 시각화 및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 단순한 직렬 회로에서 램프의 불이 점

등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MYP

Miss Paola 선생님의 7/8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은 화학 반응과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는 과정에 대해 학습해 왔습니다. 저희는 Covid-19 전염병 대유행의 맥락에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세척 제품을 혼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진행했 왔습니다. 지난 주 학생들은 이러한 위험한 화학 반응 뒤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 저희 사회에 알리고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

여 학생들이 만든 멋진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9 학년 영어 수업에서는 영화 및 시각적 컨벤션에 대한 탐구 기반 학습과 영화 평론, 비평

과 같은 저희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연결된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

념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와 영화 평론 등을 하나로 맞춰 학생들이 자신들의 결정

을 정당화할 수 있는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 학생들은 저희의 일상 관계

들 속에서 시각 언어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성찰적인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Ms George 선생님의 10학년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모의 IA 를 연습하며 내년 IB DP 경제

학 과정을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신중하게 선택한 문제를 연구하여 해

결책을 도출한 다음 그 내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DP 경제 선생님인 Mr Peebles 는

MYP 인문학 선생님과 함께 DP 내부 평가를 효과적으로 모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설

계하기 위해 직접 학생들과 협력해 왔습니다. 올해 IB MYP 시험이 취소되어 인문학 최종

MYP 총괄평가를 볼 필요가 필요없게 된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10

학년 학생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성공하기 위해 전념하여, DP 프로그램 과정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으며 다음 학년도에 있을 경제 Paper1과2 시험을 참고하기 위해 설계

된 이 과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10 학년 학생들은 학문적 어휘 범위를 확장하고 최대

한 DP 과정을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스타입니다!

10 학년 중국어 LL 수업에서는 공자, 법가, 도교와 같은 전통 중국 철학에 대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 사상의 대표 사상가들이 쓴 논문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철학 사상

의 몇 가지 기본 사상에 대해 배웠습니다. 학생들은 각 학문의 대표 사상가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상을 증명하고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지 연구해 보았



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이러한 사상들의 상호 영향력과 사회적 상황을 탐구했고, 또한 토

론 수업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몇 가지 글로벌 이슈와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보았습니다.

BOARDING

Message from Mr Holt:

‘용은 용을 낳는다.’ -- 중국 격언

Post-Covid 4 주차가 지나갔으며 기숙생들은 여름 방학 전에 반드시 거쳐가야할 기말 고사

를 준비하는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숙사 사회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는 다양하고 풍부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저녁

특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결코 선형적이지 않고 오히려 순환적이라고 말합니다. 7 일 기숙생들은 토

요일에 물을 만나기 위해 수영장을 가기 위해 피닉스 호텔로 갔고 일요일에는 완다를 방

문하여 post-Covid-19 환경 안에서 다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기숙사 커뮤니티가 교육계, 행정, 급식, 의료, 유지 보수 및 청소 담당 교직원과 같은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드래곤 하우스는 다시 한 번 기숙생들

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OUTRO

이제 수업이 한창인 교정에서의 또 다른 바쁜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다양

하고 자극적인 프로젝트 기반 과제들은 일주일 내내 저희의 배고픈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

로잡으려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의해 준비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들

과 학부모들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ISZ 학교 & 기숙사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