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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purpose 
of this evening?

본  행사의 목적
Parents to understand the procedures and 
processes associated with your child’s classes.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수업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To ask questions about programs.
교과과정 외에 진행되고 있는 교내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This is not a time for teachers to report on student 
progress.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생활 관련 개별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Briefing in the theatre with VS Admin and Single 
Subject Leads
초등학교 교장단 그리고 개별 과목 선생님들의 설명회가 대극
장에서 진행 됩니다.

PK - G1 Homeroom Meetings
PK - 1학년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
G2 - G5 Single Subject Meetings  
2학년 - 5학년 개별 과목 선생님과의 만남
PK - G1 Single Subject Meetings
PK - 1학년 개별 과목 선생님과의 만남

G2 - G5 Homeroom Meetings
2학년 - 5학년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

Finish
행사 마침

7.00pm

6.00pm

7.30pm

Structure of this evening
행사  일정

8.00pm



We want your child to be engaged in their learning.

우리는 자녀들이 학습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We want your child to live by our core values.

우리는 자녀들이 학교의 핵심가치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We want your child to be naturally curious about our 
world.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키
워 나가길 원합니다.

We want you involved.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합니다.

We value your partnership
가정, 학교 간의 교육적 협력 관계는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http://endic.naver.com/example.nhn?sLn=kr&exampleId=29828292&webCrawl=1&query=I%20value%20my%20relationship%20with%20you.


IB PYP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좋은 
10가지 이유



PYP(Primary Years Programme) 초등과정

❏ Designed for students ages three to ten
3세에서 10세에 이르는 유,초등학교 과정입니다.

❏ Aims to develop the intellectual, emotional and physical 
potential of each child 
학생들의 지적, 감정적, 신체적 가능성을 발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nternational Perspective 국제적 관점
Integrated Learning 통합 학습
Individualised Learning 개별 학습

PYP fosters the development of thinking, communication, 
socializing, research and self-management skills.
PYP 초등과정은 학습기술(사고, 연구, 의사소통), 자기관리, 대인관계 등
의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학생들을 발달 및 양성합니다.

Our Curriculum 초등 교육과정



Performing
Arts
공 연 예 술



Performing arts 공연예술
During the year, every grade will receive 
music, drama and dance classes. Every 
student will be able to develop their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making 
connections between subjects and 
collaborating in creation focused activities.
한 해 동안 학생들은 음악, 드라마(연기), 댄스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본 수업과 더불어 여러 창작 활
동들을 통해 지식을 넓히고 다양한 기술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The V.S. Performing Arts Team will answer 
your questions in the music rooms, A-039 and 
A-040.
개별 질의응답 시간은 음악실(A-039, A-040)에서 진행 
될 예정입니다.

Music 음악
▪Mr. Cho   
▪Ms. Kirsten
▪Mr. Sawyer
▪Mr. Verges

Drama 드라마
▪Ms. Hudkins

Dance 댄스
▪Ms. Dwyer



Art
미 술



art 미술

“놀이는 연구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Ms. Anna Gilliam
PK Art Teacher
Room A-013

Class Structure
❏ Art lessons 2 times per week 

for 45 minute classes.
미술 수업은 일주일에 2번, 
45분씩 진행 됩니다.

❏ Art teachers will be posting 
regularly on the class Bands.
각 학급 밴드에 주기적으로 
미술수업 관련 공지를 올릴 예정 
입니다.



“창조성이란 실수를 허용하는 것이다. 예술이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Art

Ms. Gigi Maiquez
K, G1 Art Teacher
Room A-029

Big Events
❏ Exhibits around the school 

halls
학교 복도 곳곳에 작품 전시

❏ Art Exhibition in the Spring
March 16, 2016 - April 6, 2016
봄 미술 전시회
2016년 3월 16일 - 2016년 4월 6일



Art

“독창성은 보장된 것을 놓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 
- 핸지 마티스 

Ms. Emma Stanford
G2, G3 Art Teacher
Room A-119

Curriculum
❏ 3 levels of integration: full, 

partial and stand-alone.
통합교육의 3 단계: 완전통합, 부분적 
그리고 개별적 통합

❏ 3 units per year
매 해 3 단원 진행

❏ 2 assessment strands: 
creating and responding
2가지 평가 방식: 창작과 소통



“미술은 상상력을 키워줍니다.” 

Art

Art Skills and Techniques
❏ Reggio Emilia approach to Art 

in Early Years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에 의한 
교육과정

❏ Students use variety of 2D & 
3D media 
다양한 2D, 3D 미디어 이용

❏ Specialist clay/pottery 
facilities
전문적 점토/도자기 시설

Mr. George Gostovich
G4, G5 Art Teacher
Room A-025



Design
디 자 인



Technology Making & Design 
Design Cycle Digital fabrication

Coding & Physical 
Computing

Design for 
Community



Physical 
Education

체 육



Physical Education 체육

Mr. Manos Volikakis
mvolikakis@chadwickschool.org

Mr. Kely Jacobson
mjacobson@chadwickschool.org

MR. Camesha McKenzie
cmckenzie@chadwickschool.org

Ms. Anja Debo
adebo@chadwickschool.org



Physical Education

Three times 45min lessons/ week
체육 수업은 일주일에 3번, 45분씩 진행 됩니다.

For a balanced curriculum, the IB program suggests 
to include the following areas.
균형 있는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IB프로그램은 아래 5가지 항
목 포함하고 있습니다.

❏ Adventure Challenges 모험 도전
❏ Health related Fitness 건강관련 체력 단련
❏ Games 게임
❏ Movement Composition 운동 형성
❏ Individual Pursuits 개인의 목표



Appropriate PE Clothing
❏ shorts, t-shirt, socks, and 

tennis/athletic shoes

❏ No denim jeans, jeans-shorts, 
skirts or dresses, ragged or torn 
clothing, crocs, sandals, boots 

❏ Be prepared for both outdoor 
and indoor dress that is 
appropriate for the activity and 
season.

❏ No jewelry 

Excused Participation
❏ E-mail from a parent/guardian 

to the homeroom teacher or P.E 
teacher before the class.

적절한 체육 복장
❏ 반바지, 티셔츠, 양말, 운동화
❏ 청(반)바지, 치마, 원피스, 찢어진 
옷, 크록스, 샌들, 부츠는 모두 금합
니다.

❏ 계절과 날씨, 스포츠 종류에 따른 
적절한 실내 및 실외 복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악세사리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체육수업 불참
❏ 학생이 부상으로 인해 수업을 참여
하지 못할 경우 수업 전에 담임선생
님 혹은 체육 선생님께 이메일을 주
시기 바랍니다.

Physical Education



Aquatic
아 쿠 아 틱 



Chadwick Aquatic 아쿠아틱
Mr. Niklas is a Life Member of ASCA since 1994 
(Level 3 top 15% USA Coaches) Certified as 
Swim America program director. 
니클라스 선생님은 미국 학교카운셀러협회 인증 자격을 보유
하신 Level 3(미국 코치 상위 15%) 전문 수영 프로그램 디렉
터이십니다.

Mr. Ko is an ASCA Level 2 Certified 
Coach/Swim America Instructor with 10 years 
of experience. 
고 선생님은 10년 경력의 미국 학교카운셀러협회 인증 자격
을 보유하신 Level 2 수영 코치이십니다.

Ms. Dryden is an ASCA Level 2 Certified 
Coach/Swim America Instructor with 10 years 
of experience. 
고 선생님은 10년 경력의 미국 학교카운셀러협회 인증 자격
을 보유하신 Level 2 수영 코치이십니다.

Mr. Gunther Niklas
Masters in Coaching/Athletic 
Administration. 
NSPF Certified Pool Operator

MR. Mark Ko
Masters in International 
Education. 
NSPF Certified Pool Operator

Ms. Shannon Dryden
Masters in Sports Science



Chadwick Aquatic

❏ Age/Skill Appropriate Program
연령 또는 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 Physical Education Classes:  Swim America program 
developed by ASCA used in all PE classes.
체육 수업: 미국 학교카운셀러협회(ASCA)에서 인증한 수영 프로그램 도입

❏ Grades 3 – 5 will also incorporate PYP attributes.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PYP 교육 특성이 또한 포함됩니다.

❏ Exploratories: Swim Team, Aquatic Games, FUN!
수요일과 목요일 진행되는 Exploratory 수업: 수영팀, 아쿠아틱 게임

❏ CICP: Focus on Skills/Conditioning
CICP 방과후 활동: 기술향상 및 훈련중심 활동



World 
Language
제 2  외 국 어



Korean 한국어
한국어 교육
❏ 시수 및 교육 내용

➢ 4시간/일주일
➢ PYP - 사회 2시간
➢ 국가수준 국어교육과정 - 2시간

❏ 평가

➢ 체크리스트 및 단원별
➢ 읽기 및 쓰기 영역의 평가



❏ Korean & Mandarin 한국어와 중국어
➢ Curriculum 교과과정
➢ PYP Curriculum PYP 교과과정

(Phase 1 – Phase 5) 1단계 - 5단계

❏ Assessment 학습 평가
➢ Based on the Checklist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 Checklist Assessment Area:  
Speaking, Listening, Reading, Writing
평가 영역 체크리스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Language Acquisition



Phase 1 - They are using language to name their environment, 

to get to know each other, to initiate and explore 
relationships, to question and inquire.

Phase 2 - They are beginning to be cognizant about the high 

degree of variability of language and its uses.

Phase 3 - Learners show an understanding of the wide range 

 of purposes of spoken language.

Phase 4 - They are aware that language is a vehicle for 

 becoming knowledgeable; for negotiating  
 understanding; and for negotiating the social   
 dimension.

Phase 5 - Learners are able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literal and figurative language; how to use 
 language differently for different purposes.

Language Acquisition



SST
Student Support Team

학생 지원팀



Student Support Team 학생 지원팀

❏ Language Learning Specialists 
언어 학습 전문가
➢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and proficiency

영어 초급반과 성장반

❏ Learning Support 학습 지원
➢ Academic learning needs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대상

❏ Counselor 심리상담
➢ Social and emotional needs 사회적, 감정적 욕구

Student Support Team: songdo-sst@chadwickschool.org



Thank you
감사합니다

Chadwick International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