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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WID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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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GNIZING iSC 9 QUALITIES FOR LIFE
학생들에게 iSC 9 삶의 질 (iSC 9 Qualities for Life) 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YHIS
인성 교육과 개발 프로그램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YHIS 에서 매달 9 가지 가치 중
한 가지를 정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년마다 해당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준
학생에게 상을 수여합니다. 교사들은 한 달 동안 학생들을 관찰하고 수상자들을
선정합니다. 4 월에는 “겸손” 이 주제였습니다. 학급 친구들 사이에서 겸손을 가장 잘
보여준 다음의 학생들을 축하하고 표창하고 싶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실 안팎에서 자신을 너무 높거나 낮게 평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한계와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비평을 수용하며 배움의 정신을 보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Foundations – Arabella W.
Junior Kindergarten – SiYeon K.
Kindergarten – ChaeWon K.
Grade 1 – JuHa K.
Grade 2 – SeHyun R.
Grade 3 – Emmanuel G.
Grade 4L – JiMin K.
Grade 4B – Vicky Z.
Grade 5 – NaHyun J.
Grade 6 – Shane S.
Grade 7 – Peace T.
Grade 8 – HeeWoo S.
Grade 9 – Jack L.
Grade 10 – Benjamin S.
Grade 11 – Maru G.
Grade 12 – Daniel J.

iSCA 학부모 워크샵
해외 거주 학생들을 위한 iSC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iSC 아카데미 (iSCA) 에서 5 월 7 일 토요일 오후 8 시에
"효과적인 학습 기술 및 전략"을 주제로 학부모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영어를 배우는 최선의
방법, 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다문화 및 국제 환경에서 학습하기 위한 조언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줌 링크) 이번 워크샵 발표자에 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샵은 중국어와 영어로만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BL IN REAL LIFE
학교에서 자녀가 홈러닝 (Home-Based Learning)에 참여하는 사진 혹은 비디오를 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공부하는 모습,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등 어떤 것이든지 다
좋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어 사진 혹은 비디오를 업로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을 통해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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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 데이
4 월 22 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인터내셔널 데이가 5 월 28 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추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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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년 학부모 정보 미팅
5 학년 학부모님들을 5 월 12 일 목요일 오전 10 시에 열리는 자녀의 중학교 진학에 관한 학부모 정보 미팅
(링크) 에 초대합니다. 중고등부 교장선생님과 학생 서비스 디렉터께서 6 학년 수업 일정, 어드바이저리,
테크놀로지, iSC 9, 사회정서적 지원, 방과후 클럽 활동 및 스포츠 등에 관한 정보를 나눌 것입니다.

SECONDARY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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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등부 VEX 로보틱스 세계대회
중학교 로보틱스 한 팀이 5 월 8-9 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 2022 VEX 로보틱스 세계 대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이 팀은 지난 1 월 iSC 중학교 VEX 로보틱스 대회 (국제 학교 티어) 에서 이번 세계 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팀들은 올해의 게임인 Pitching In 방식으로 대결할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팀은
이번 시즌 동안 보여준 경기 전략, 설계, 그리고 팀워크를 잘 보여줄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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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일 자정에 종료됩니다.
등록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메일로 대학교 Zoom 링크를
받으실 것이며, 링크를 통해 각 대학교 입학처 직원들과 대화하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페어에 학부모 워크샵도 열릴
예정이며, 워크샵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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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5 월 9 일, 1:00 pm

한국외국어대학교

5 월 25 일, 1:00 pm

서강대학교

5 월 26 일, 1:00 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