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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WIDE NEWS
재등록 페어
재등록 과정을 완료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재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 더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저희는 재등록 마감일을 5 월 16 일
월요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재등록 페어가 학교에서 열렸지만, 올해
재등록 페어는 5 월 13 일 금요일 오후 12:30-2:30 에 I Love Pizza Coffee
Shop (Kaifaqu Songshan Road #11-12) 에서 열립니다. 이 시간동안
교직원이 재등록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돕고, 질의응답 할 것입니다.
재등록을 이미 완료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셔서 무료로 차 혹은 커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YHIS 여름 캠프
여러분들께 여름 캠프에 대해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여름 캠프는 6 월 15 일부터 6 월 24 일까지 (주말
제외) 유치부부터 고등부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YHIS 외국인 및 중국인 교직원이 캠프를 진행할 것입니다.
캠프는 학생들의 연령대에 따라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며, 학생들은 ECC,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룹으로 나뉠 것입니다. 캠프 비용은 3,500 RMB 이며, 6 월 3 일 금요일까지 재무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캠프 일과는 오전 9 시에 시작하고 오후 3 시에 끝납니다. 학교는 스쿨 버스를 운행할 것이며, 버스비는 280
RMB 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사먹을 수 있습니다. 여름 캠프 일정과 버스 시간표에 대한 정보는
추후 제공해드리겠습니다.학생들은 여름 캠프 동안 교복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캠프 자리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등록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의 링크 (클릭)를 통해 자녀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일은 5 월 27 일 금요일입니다. 여름 캠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캠프
코디네이터인, Mr. Ryan Hinnings 선생님에게 ryan.hinnings@yhischina.com 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클릭하시어 작년 여름 캠프 하이라이트 비디오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도 재미있는 캠프를
기대합니다!

봄 음악회
봄 음악회는 올해 온라인으로 열릴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기 내내 음악회를 준비했고, 저희는 다음 주에 공연을
녹화할 것입니다! 음악회 영상 시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ECC 와 초등부
녹화 당일에 자녀들이 캐릭터 데이 복장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영화 혹은 책
캐릭터 복장을 선택할 수 있고, 캐릭터 복장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밝은 색의 셔츠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래 일정에 따라 음악 시간에 공연을 녹화할 것입니다.
수요일 (5 월 18 일): 2, 5 학년
목요일 (5 월 19 일): ECC, 1, 3, 4 학년
ECC/초등부 음악회에 관한 문의는 Ms. Angela Ma (angela.ma@yhischina.com) 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고등부 밴드와 합창부는 5 월 20 일 금요일 수업 시간에 공연을 녹화할 것입니다. Ms. Forstrom 께서 다음
주에 복장에 대해 공지할 것입니다.
중고등부 음악회에 관한 문의는 Ms. Lexi Forstrom (lexi.forstrom@yhischina.com)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캠퍼스 등교 시간
학생들은 매일 아침 7 시 50 분부터 캠퍼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찍 도착하는 학생들은 오전 7 시 50 분에
교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 후에 등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일찍 와야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학교는 이들이 오전 7:30-7:50 에 도서관에서
자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도서관 사서이신 Ms. Anna Li 께서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감독하고 계십니다. 어린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고려하여, 이 서비스는 3 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정기적으로 일찍
등교해야 하는 경우 5 월 20 일 금요일까지 설문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7 시 50 분 등교 규정은 비나 눈
오는 날 등과 같은 악천후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입학처 공지사항
안타깝게도 매년 이 시기에 저희는 YHIS 를 떠나는 가족들께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번 학년도가 끝나고 떠나는
학생의 가족께서는 5 월 20 일까지 registrar@yhischina.com 으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사
및 입학처 직원이 자녀가 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전학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전학
서류는 입학처 Ms. Winnie Zhang 으로부터 6 월 13 일 월요일 오전 9:00 - 오후 2:00 사이에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PICTURE DAY
4 월 18-19 일에 개인 사진을 찍지 않았던 학생들은 오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픽처 데이때 찍은 사진은
이어북에 사용될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데이
올해 인터내셔널 데이는 5 월 27 일 금요일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출결 정책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날에는 오전 8 시까지 구체적인 결석 사유와 함께
attendance@yhischina.com 로 이메일을 보내시어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전일 결석을 하게
될 경우, 부모님께서는 하루에 3 번 (아침, 정오, 오후)에 자녀의 체온을 측정하시어 자녀의 체온을
attendance@yhischina.com 로 이메일 보내시어 학교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학생이 이틀 이상 결석을 하게
될 경우, 학생이 등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이 37.3°C 이상의 발열을 보일 경우에는,
•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attendance@yhischina.com 으로 자녀의 체온,
증상, 치료 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 보내시어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이 있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회복을 한 후, 학생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3 일
간 매일 (24 시간 간격)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태 외 지역 방문/여행
자녀 혹은 가족이 연태 외 지역을 방문/여행할 경우 operations@yhischina.com 으로 이메일 보내시어
학교에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필요할 경우 학교에서 가족들에게 연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LEMENTARY NEWS
초등부 리딩 페어
초등부 리딩 페어가 온라인 학습 (HBL)로 인해 여러 차례 연기되었으나, 5 월 13 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초등부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리딩 페어 보드를 전시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리딩
페어는 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년 별 발표 시간에는 조금씩 시차를 두었습니다.
2. 리딩 페어는 학교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Tong Bai Shan Lu 에 있는
캠퍼스 서문 옆에 위치한 체육관 입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3. 경비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것입니다: 1) 48 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결과, 2) 체온 측정, 3) QR 코드 스캔을 통한 방문 등록 4) 여행 코드
리딩 페어는 체육관 내 농구 코트에서 열립니다. 체육관 로비에서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래 학년별
발표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rade
Grade 1
Grade 2
Grade 4
Grade 3 and 5

Time
8:30-9:30 am
8:30-9:00 am
9:00-9:30 am
9:30-10:00 am

SECONDARY NEWS
중학교 락-인 (LOCK-IN)
중학교 락-인 행사가 5 월 13-14 일에 열립니다. 행사 날짜가 변경되었으므로 새 학부모 동의서가 요구되며,
이번주 화요일에 자녀를 통해 새 학부모 동의서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
행사는 금요일 오후 3:30 분에 시작하여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 시에 마무리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취침을
할 것이므로, 침낭 (슬리핑 백), 이불, 베개, 세면도구 등을 챙겨와야 합니다. 학생들은 게임, 저녁, 간식, 영화
등의 활동을 즐길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 학생들은 스쿨 버스를 타고 귀가하거나, 학부모님께서 오셔서 자녀를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8 학년 학부모 정보 미팅
8 학년 학부모님들을 5 월 17 일 화요일 오전 10 시에 열리는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에 관한 학부모 정보 미팅
(링크) 에 초대합니다. 중고등부 교장선생님, 대학 상담사, 학생 서비스 디렉터께서 고등학교 수업 일정, 학점 및
졸업 요건, GPA 시스템, 고등부 어드바이저리, 상담 서비스, 리더십 기회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눌 것입니다.

11 학년 학부모 정보 미팅
11 학년 학부모님들을 5 월 19 일 목요일 오전 10 시에 열리는 자녀의 졸업 학년에 관한 학부모 정보 미팅
(링크) 에 초대합니다. 중고등부 교장선생님과 대학 상담사께서 졸업 요건, YHIS 장학금 프로그램, 대학 입시,
AP 수업과 시험, 리더십 기회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눌 것입니다.

2022-2023 학년 12 학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연태화성국제학교에서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사랑하고,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수업,
방과후 활동, 리더십 기회를 통해 학업적으로, 인성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희에게 큰
특권이고 보람입니다.
학생들의 학업, 인성, 리더십 우수성을 인정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저희는 YHIS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내년도 학비 50% 를 감면해주는 장학금을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어 20222023 장학금 프로그램 자격과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링크)은 2022 년 5 월 27 일 오후 3:15 에 마감됩니다. 장학금 프로그램 위원회는 6 월 초에 진행될 인터뷰
대상자들을 심사할 것입니다. 장학금 심사 결정은 2022 년 6 월 15 일에 공지될 것입니다.

글로벌 컬리지 페어
연태화성국제학교(YHIS)와 연태국제아카데미(YIA)에서 5 월 14 일
토요일 오전 9 시부터 12 시까지 Zoom 을 통해 두 번째 연례 글로벌
컬리지 페어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 20 개 이상 대학의 입학처 직원들이
이번 페어에 참여하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각 대학에 대해 배우고
질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페어에 참여하는 대학으로는
멜버른대학교, 보스턴대학교, 더럼대학교, 워릭대학교, 오타고대학교,
시러큐스 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등록 (클릭)은 무료이며, 5 월 12 일
11:59 에 종료됩니다. 등록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메일로 페어
일정과 대학교 Zoom 링크를 받으실 것이며, 링크를 통해 각 대학교
입학처 직원들과 대화하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페어에 학부모 및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나라별로 대학 교육에 관한 워크샵도 열릴
것입니다.

2022 HUMAN ASIA 영어 에세이 공모전
Human Asia 에서 "기후 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하는 영어 에세이 공모전에 YHIS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Human Asia 는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와 연계된 서울에 기반을 둔 NGO 입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 자격, 신청 방법, 에세이 형식 및 수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학 입학 설명회
아래는 5 월에 입학 설명회를 주최하는 대학 명단입니다.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줌
링크는 각 대학교에서 받게 되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University

Date and Time

한국외국어대학교

5 월 25 일, 1:00 pm

서강대학교

5 월 26 일, 1:00 pm

ECC/LOWER ELEMENTARY SNACK MENU
Morning

Afternoon

Monday

꿀빵, 키위, 망고

도넛, 오렌지, 포도

Tuesday

마블케이크, 오렌지, 바나나

롤케이크, 용과, 멜론

Wednesday

대추빵, 사과, 요우즈

머핀, 오렌지, 파인애플

Thursday

브라우니, 멜론, 포도

초코쿠키, 우유, 귤

Friday

프렌치빵, 용과, 오렌지

버터쿠키, 요거트, 키위

LUNCH MENU

1
Choose
one

2
Choose
one

Monday

Tuesday

Chinese

옥수수등뼈찜

삼선고기완자

Western

돼지고기또띠아*

Korean

닭고기카레

Meat 1

콩머리홍소육

Meat 2

보쌈

Vegetable 1

3
Choose
two

4
Choose
one

버섯청경채
볶음

Wednesday

Thursday

당근 & 무

돼지고기

소고기볶음

간장조림

돈가스

볼로냐스파게티*

독일식 등심구이

소불고기

돼지보쌈

닭강정

소고기보쌈

경장육사

큐민돼지고기볶음

버섯닭고기조림

치킨까스

닭강정

대구튀김

닭다리구이

토마토계란볶음^

두부배추조림

청경채볶음

애호박계란볶음^

한식잡채

김밥

군만두*

오색옥수수알볶음

브로콜리볶음

새송이버섯
불고기

자장면
이태리
목살구이

Vegetable 2

콩나물무침

두부부침

Vegetable 3

연근볶음

피망당근산약볶음

Soup 1

버섯국

토마토생선국

훈툰수프*

흑미죽*

토마토계란국^

Soup 2

좁쌀죽

팔보죽*

어묵탕

김치국

버섯크림수프

컬리플라워
피망볶음

Fruits

5

Friday

Grain/
Appetizer

Dessert
(Western/Korean)

제철 과일 세 가지
흑미밥, 찐빵*

조밥, 찐빵*

귀리밥, 찐빵*

흑미밥, 찐빵*

*조밥, 찐빵

버터쿠키^

바나나케이크^

카스테라^

블루베리컵케이크^

초콜릿케이크^

알레르기:
*밀

#

해산물

&

유제품

^계란

@

견과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