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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ing to a Bright Future

호주 국제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주 국제 학교(AIS)의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호주 국제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가치, 신념, 재능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이 우리 학교의 공동체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본교의 가장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하며, 커리큘럼 내에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국제학교 환경이 아이들에게 세계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에 대해 경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국제학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의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배운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문화 교류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역량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입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이며, 모든 의사 결정과 커리큘럼은 학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본교의 활기찬 공동체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시면서, 밝은 미래를 향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Julian Carroll
유치/초등부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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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rnational Curriculum
SCHOOL

YEAR LEVEL

APPROXIMATE AGE

CURRICULUM

Infant

18 months - 3 years old

Activity based learning

Kindergarten

3 - 4 years old
Junior / Senior
4 - 5 years old

IB Primary Years
Programme (PYP)

Primary

Years 1 - 6

5 - 11 years old

Lower Secondary

Years 7 - 11

11 - 16 years old

Cambridge Secondary
Curriculum IGCSE Year 11

Senior

Years 12 - 13

16 - 18 years old

IB Diploma Programme

유치원 일과표
Welcome and registration

8.00am - 8.10am

Structured play

8.10am - 8.50am

Literacy activities

8.50am - 9.30am

Mathematics activities

9.30am - 10.10am

Morning recess and snack time

10.10am - 10.40am

Specialist teaching (music, swimming, Vietnamese (JKG and SKG
only) and PE)

10.40am - 11.30am

Lunch

11.30am - 12.00pm

Teeth brushing and preparing for nap time

12.00pm - 12.15pm

Nap time

12.15pm - 1.45pm

Snack time

1.45pm - 2.00pm

Story reading and reflection time

2.00pm - 2.40pm

Time to go home

2.40pm

School buses depart

2.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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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커리큘럼 개요
AIS의 유치원 프로그램은 미래의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준비하기 위해 수리 능력과 일고 쓰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의 학습은 어린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하고 자극적이며, 즐거운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만 3세 (Junior Kindergarten)부터 어린이들은 IB 초등프로그램(PYP)을 따릅니다. 인펀트(Infant) 어린이는 액티비티
기반의 학습을 합니다.
유치원의 지도 원칙은 ‘놀이를 통한 학습’입니다. 안전하지만 도전적인 환경에서 어린이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경험 탐색, 개발 및 표현
• 아이디어, 개념 및 기술 실행 및 구축
• 규칙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방법 학습
• 위험 감수 및 실수에 대한 학습
• 창의적이고 상상력있게 생각
• 문제를 조사하거나 해결을 위한 타인과의 의사소통
활동은 교사가 지시하거나 학생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교실에는 훈련된 외국인 교사와 베트남 보조 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수영, 체육, 음악 및 VLC(베트남 언어 및 문화)
에 관한 전문 교사도 있습니다.
교과과정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구두 언어는 문해력의 기초이기에 사고력, 문제 해결 및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영어 기반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이야기를 듣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독립적인 글쓰기와 읽기를
시도하도록 권장받습니다.

PYP 프로그램
AIS 의 프로그램은 유치원부터 6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우리의 교과 과정은 모든 아이들의 성장에
기초를 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PYP 는 모든 아이들의 신체적, 감성적, 사회적, 문화적, 학습적 성장에 초점을 둔
특별한 국제적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PYP 는 개념, 지식, 기술, 행동의 균형을 유지하고 타 학교에서도 지속 가능하며 공통된 초등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PYP는 개별 교과 과정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큰 틀에서 융합해 냅니다.
PYP 학습은 성공적인 학습자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학생들의 기술을 양성하고 지식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습 경험의 확장에 참여할 것입니다. 가설을 세우고, 고찰하고, 질문하며 평가 받는
도전들을 통해 이해력을 탄탄히 함으로써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커리큘럼의 모든 영역에 걸쳐,
•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개념을 깊이 이해합니다.

– 변화
– 연결
– 형식
– 기능
– 관점
– 인과관계
– 책임
•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연구합니다.

•

언어, 수학, 과학, 사회, 기술, 미술, 음악, 체육 (PE) 분야의 다양한 필수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합니다.

•

탐구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학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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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외국어를 배우고 연습합니다.

•

배움, 환경 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격려합니다.

Leading to a Bright Future

PYP는 개념, 지식, 기술, 태도 및 행동의 조화가 중요시 되는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PYP는 학생 개인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세계적/국가적/지역적 차원에서 통용되는 학습 과정입니다.
PYP 커리큘럼을 통해 AIS에서는 교사들의 일관된 교육과 보편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높은 기준과
기대치를 설정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의 커리큘럼은 학부모님께 자녀의 학습 진도와 성과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레포트나 녹음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AIS 학부모님께서는 뉴스 레터, 업데이트 레터, 학부모-교사 면담, 학생의
활동 공유 및 전시, 학생 주도 회의, 학부모 정보 세션 및 초등 교육 과정 안내서를 통해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YP 커리큘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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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프로그램
PYP 의 핵심 요소는 탐구 프로그램 입니다. 유치원에서의 학생들은 한 해 동안 4단원의 탐구활동을 학습하며 1
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한 해 동안 6단원의 탐구 프로그램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탐구 활동과
함께 하며, 교과 과정을 통합 시켜줄 6개의 주제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생들은 해마다 각 분야의 주제에 따라 하나의
단원을 완성합니다. 각 분야별 주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학생들이 소속된 모든 문화권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

공통된 인문학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교과 과목에서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 개념,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

학교 교육 기간동안 학생들은 교과 내용을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반복하며 학습하게 됩니다.

•

모든 PYP 커리큘럼의 학교들과 공통된 학습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UNITS OF INQUIRY
우리는 누구인가
자아, 신념과 가치; 개인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 및 정신 건강; 가족, 친구, 공 동체 및 문화를 포함한 인간 관계;
권리와 책임 그리고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
장소와 시간; 개인의 역사; 집과 여행; 인류의 발견, 탐험 및 이주; 지역적, 세계적 관점에서의 개인과 문명의 상호
관계.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의 생각, 느낌, 자연, 문화, 신념 및 가치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방법; 우리의 창의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방법
및 예술 감상..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까
자연과 자연법칙: 물리적, 생물학적인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의 상호 관계; 인류의 과학 원리 활용; 과학적, 기술적
발전이 사회와 환경에 끼치는 영향..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 시스템과 공동체의 상호 관계; 사회적 단체의 구조와 기능; 사회 구조 내에서의 의사
결정; 경제적 활동; 경제 활동이 인류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더불어 사는 지구
인간과 지구상의 다른 생물체들이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가 지닌 의무와 권리;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 관계 및 공동체 내에서의 균등한 기회; 평화와 분쟁의 갈등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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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PYP 학습자 프로파일
PYP의 철학은 아이들이 국제적 관점을 지닐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격려하는 것이며, 이것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열된 이상적인 특성들을 종합함으로써 PYP의 학습자, 즉 AIS 학습자의
프로파일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게 합니다.

탐구하는 사람

타고난 호기심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적합하고 목적에 맞는 탐구 활동을 위한
기술들을 습득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배우고, 배움을 즐기며 이를 삶 전반에 걸쳐
지속합니다.

사고하는 사람

효율적 결정과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주도적으로 행합니다

소통하는 사람

수학 기호를 포함하여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해,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신 있게
받아들이고 표현합니다.

도전하는 사람

낯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곳에서의 역할과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용기와 명료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중요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도덕적 원칙에 대해 이해합니다. 청렴, 정직, 공평과 정의를 알게 됩니다.

배려심을 갖춘 사람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잘 이해합니다. 타인을 위해 행동하고 봉사합니다.

열린사고를하는
사람

의견, 가치, 다른 개인과 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배려하며 관점을 성숙시킵니다.

균형 잡힌 사람

신체와 정신적의 균형 및 개인적 행복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성찰하는 사람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며, 건설적인 태도로 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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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리포트
평가 항목
유치원의 목표는 학생들이 1학년에 초등교육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이러한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
유치원에서는 공식적인 시험은 없으며 주된 평가 방법은 교사의 관찰 및 문서입니다. 그런 다음, 유치원에 적합한
지적/사회적/정서적/신체적 능력의 벤치마크 세트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을 리포트합니다.

리포트 방법
학부모 & 선생님 컨퍼런스와 Student-led Conferences
매년 2회 10월과 3월에 공식적인 학부모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때 자녀의 학업 성과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부모는 새학년 시작 전, 새로운 담임교사와 만나 자녀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Student-led Conferences가 있습니다. 학부모는 온라인으로 본 면담과 컨퍼런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또한 학부모나 담임교사가 언제라도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리포트
학부모들께서는 2학기 말에 자녀의 학업 성과에 관한 리포트를 받습니다. 이 보고서는 IB 학습자 프로파일의 특성을
포함하여 자녀가 유치원 커리큘럼에서 수행한 것을 요약합니다. 이 리포트에는 담임선생님, PE, 베트남어 및 음악
교과목 교사들의 코멘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AIS는 학부모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SeeSaw를 디지털 포트폴리오와 통신 도구로 활동합니다. 학생은 입학하면서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고,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께 로그인 정보를 보냅니다. 또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부모께서 면담을 원한다면 방과후에 선생님과 약속을 잡기를 추천드립니다.

일과
낮잠 시간
모든 유치원 어린이들은 12시 15분~1시 45분까지 낮잠시간을 갖습니다. Senior Kindergarten 어린이는 1학년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1학기까지만 낮잠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베개와 낮잠 이불을 개별적으로 준비합니다.

간식과 점심 식사
유치원 어린이들은 오전/오후 간식을 비롯하여 건강식 점심을 제공받습니다. 메뉴는 매달 학부모께 공유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식품 알레르기, 식이요건에 관하여 반드시 알려야합니다. 간강한 간식과 음료만 학교에 가지고
올수 있으며 사탕이나 초컬릿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식수
학생들은 물병을 교실로 가져올 수 있으나, 나사식 뚜껑으로 되어 있는 유리병이나 캔은 수업 중에 사용 할 수
없으며, 물 이외의 다른 음료는 수업 시간 중 마실 수 없습니다. 교내 여러 장소에 식수가 구비되어 있으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수업 시간 중 자리를 뜨는 것은 권장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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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파티 관련– 유초등부
NOTE – 간단한 컵케이크를 쉐어하는 것만 허용하며 어떤 유형의 생일파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학급 학생들과 컵케이크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교사와 적어도 3일 전에는 상의하여
수업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스케줄을 정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생일
축하
케이크를 가능한
간단하게, 수업에 방해가 되지않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학부모가 참석해야 하며, 접시 및
기타 식기들을 가져 오셔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생일 축하 후 정리정돈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생일 축하 행사는 10분 정도가 할애될 것이 며 해당 학년(학급)의 학생들만 초대될 것입니다. 생일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탄산 음료, 사탕 및 선물 및 추가 음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생일 파티 없음), 초대장 또한 필요하지 않고
이를 교사가 배포하지도 않습니다.

학교 행사
학교는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Moon Festival, AIS Celebrates, Tet
festival, Book Week 등이 포함됩니다. 행사에 관한 일정은 MyAIS 캘린더에 추가되며 상세 정보는 SeeSaw를 통해
공유됩니다.

학교 준비물
학생의 개인 물품에 반드시 이름표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준비물:
이름이 적인 뚜껑이 있는 개인 물병
학생들은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는 신발(밸크로 부착 신발, 끈 있는 운동화 불가)
여분의 교복과 비닐봉지

주별 준비물
하우스 티셔츠와 반바지, 운동화
수영 수업일에는 수영복, 수건, 물안경 준비

매월 2주차 준비물
낮잠 용품(이불, 베개, 좋아하는 애착인형)

매 TERM 준비물:
학교 모자
치약/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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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Thiem Campus (Kindergarten - Year 13)

264 Mai Chi Tho (East-West Highway) | An Phu Ward | District 2 | HCMC | Vietnam
t: +84 28 3742 4040

Thao Dien Campus (Kindergarten - Year 6)
APSC Compound | 36 Thao Dien Road | Thao Dien Ward | District 2 | HCMC | Vietnam
t: +84 28 3744 6960
Xi Campus (Kindergarten)

190 Nguyen Van Huong Street | Thao Dien Ward | District 2 | HCMC | Vietnam
t: +84 28 3519 2727

1900 6940
www.aisvietnam.com
enrolments@aisvietnam.com
AustralianInternationalSchoolVietnam
ais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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