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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하노이 UNIS가배움(Learning 을중시하여추구하는바는다음
입니다:

•
•
•

국제기준을능가하는역동적커리큘럼으로영감이되는환경속
에서배우고사고하고비판적으로성찰합니다.
행복하고균형잡힌삶을추구하면서교실안팎에서지식을활용
하여평생자기계발을실천합니다.
우리지역과세계적당면과제에대해혁신안을도출하기위해문
제제기를하고함께탐구합니다.

하노이 UNIS가지역사회(Community)를중시하여추구하는바
는다음입니다:

•
•
•

다양한사람들과든든하고오래가는우정을적극적으로만들어
갑니다.
안전하고서로보살피는지속가능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행동
합니다.
지역및세계이슈에대한이해를심화하기위해다양한문화, 믿
음, 언어를존중합니다.

하노이 UNIS가책임감(Responsibility)을중시하여추구하는바
는다음입니다:

•
•
•

상호존중, 배려, 공정성이바탕이된합리적의사결정을하고이
를방어하기위해진실되게행동합니다.
본인의생각, 행동, 그결과에대하여주인의식을가지고책임을
집니다.

미션및기본원칙
“본교미션은학생들이다양성을높이사는따뜻한면학환경속에
서유엔의이상과원칙을반영하는프로그램을통해탁월성을목
표로평생배움을실천하는독립적개인으로성장하여우리글로
벌사회와자연환경에책임있는일원이되는것입니다.”
본교가도입하고있는유엔원칙은다음과같습니다.

•
•
•
•

현안에평화적인해결책강구
다양한국적의아이들과어른사이에우호적관계형성
경제, 사회, 문화, 인권관련사안에대한협업을통한과제완수
만인의기본권적자유와평등을인종, 성별, 언어,
종교차별없이존중

어려움앞에서용기, 자구력, 독립심을잃지않는동시에변화에
적응하고잘대응합니다.

학교비전과 학습자 프로필
“본교배움의커뮤니티는더나은세상을위한영감이되는롤모델
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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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러너 개요
IB 프로그램의 목표는 공통체의 인권과
지구공동체를 보호하는 인식으로
더 좋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되는 국제적인 마인드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IB 러너
개요은 IB와 UNIS Hanoi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10 가지 속성입니다.

IB 러너로서, 우리는 아래사항을
위해 노력합니다:
탐구 역량
아이들의 호기심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탐구 및 연구에 필요한 기량을
개발합니다. 스스로도 배우고, 함께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배움에
임하고 이를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식 습득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를 합니다. 지역 혹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과 구상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사고 강화

소통 능력

도전정신

자신 있고 창의적으로 스스로를 1개
언어 이상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표현합니다. 효과적으로 협업하며 다른
사람과 그룹의 관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전에 숙고하며 강인한 의지로
불확실성을 대합니다. 새로운 개념과
혁신적 전략을 독립적으로 또 협력
하에 탐구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 변화
앞에서 본인의 기량을 십분 활용하며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바른 원칙
공정하고 정의로운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합니다.
본인의 행동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개방적 사고
본인의 출신 문화 및 개인적 과거에
대해 비판적 자부심을 갖고 타인의
가치관과 전통에 대하여 같은 잣대를
지닙니다. 다양한 관점을 추구하고
평가하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균형감
지덕체 등 우리 삶의 다양한 요소를
균형감 있게 개발하여 나 자신과 타인의
안녕을 추구합니다. 내 자신이 타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합니다.

자기 성찰
자신의
세상에
자신의
배움과

생각과 경험 및 우리가 사는
대해 심층적으로 사고합니다.
강점과 약점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적 발전을 이룹니다.

배려심
우리는 상대에 대하여 공감하고
배려하며 존중합니다.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타인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좋은 변화를 일구기 위해 행동합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으로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취합니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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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목표

우리의 목적은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스킬을 터득하는 것을 넘어서, 학교
공동체의 청소년들을 위한 역동적이고
다양한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자와 책임있는
세계 시민이되기 위해 교실 밖에서 목적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4. 공동교과 과정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아래의
사항을 신뢰합니다. :

6. 공동 교과 과목에의 참여는

1. 학업 및 공동 교과 과정은 교육에

대한 전인적 접근 방식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합니다.

2. 약속, 인내, 도덕성, 존중, 책임은

강조되어야하며, 양질의 공동 교과
과정을 대표합니다.

3. 폭 넓은 공동교과의 기회제공을
통해, 학교 커뮤니티의 증진에
기여한다.

학교의 철학, 활동 후원자들의
기여, 학부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교육자들의 헌신과 행정부의
지원 보조합니다.

5. 모든 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

참가자들의 사회적 성장과 성숙을
촉진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독립성
재고와 평생학습자로서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엔의 이념과
원칙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성을 지키며 지구촌
사회와 자연 환경에 책임있는
조력자가되는 독립적이고 평생
학습자가되도록 장려하는 사명을
지지합니다..

8. 모든 학생들은 공동교과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9. 공동 교과 과정과 학업은 우리의
철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10. 공동 교과 과정은 자발적이며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참여
자체가 곧 학교 공동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UNIS 하노이 활동 협정의
준수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한
학업적 요구 사항은 참여가
요구됩니다.

7. 학교와 학교를 대표하는 맥락을
고려할때에, 측정가능한 성과와
결과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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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부서 관리팀
활동과정 감독관 - 부서의 전반적인
리더십. Line은 지역 및 국제 학교
회의 및 제휴 (예 : APAC, HAC,
GIN), 방과후 공연 예술 프로그램,
MUN, 스포츠 팀 및 커뮤니티 수업 및
워크샵을 관리합니다.
공동교과 활동 매니저 - 부서의
전반적인 리더십을 지원합니다. Line
은 UNIS 토요일 축구, 여름 프로그램,
UNIS 음악 아카데미, 방과후 활동
(ASA) 및 청소년 스포츠를 관리합니다.
아쿠아틱 아카데미 매니저 -방과후 수중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수영 대회 및
기타 수상식 행사를 조정합니다.
테니스 아카데미 매니저 -방과후 테니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테니스 토너먼트
및 기타 테니스 행사를 조정합니다.
활동 코디네이터 - 공동 교과 과정 여행
및 교통 예약 담당, 비자 및 여행 서류
조정, 홈스테이 행사를위한 숙소 조정,
UNIS MUN 코디네이터, 주요 행사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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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과 코디네이터 -물류부서,
방과후 활동 조정, 이벤트 물류 관리,
직원 조정, UNIS 하노이 직원을 위한
시설 예약 관리, 주요 행사 운영 지원,
UNIS 하노이 여름 프로그램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커뮤니티 프로그램 담당자 - 커뮤니티
수업 및 워크샵을 조정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커뮤니티의 스포츠 관련
요청을 돕고, 시설 예약을 관리하고,
UNIS 하노이 여름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UMA 코디네이터 - UNIS 음악 아카데미
(UMA)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고
조정합니다.
공동교과 사무보조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지원. UNIS 하노이 활동
부서에서 운영되는 모든 주요 행사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

성별

-

프로그램의 절차 및 지침에
대한 입증된 지원

-

직원이 고용되어있는 UNIS
하노이 부서.

-

부서장의 추천

-

지원자가 UNIS 하노이 직원 인
경우

4. 위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적합한

신청자가없는 경우, 활동 국장은
관련 경험을 가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UNIS 하노이 직원이 아니지만

직원 선별 과정
1. 현재 재직중인 스폰서(보호인)/

디렉터/코치 들에게 다음 해를
지속할 것인지 확인합니다(4-5월)

2. 구인광고 게재(신규직원 및 옛
근무 직원 등) - 4-5월

3.

아래의 각각의 주요 고려 사항들의
공저로 선별합니다.

-

관심 분야의 지식 기반

-

특정 연령대의 경험

-

관심 분야의 최근 커리어 개발

-

과거의 특정 활동에 대한 경험

-

UNIS Hanoi 내의 종사 경험

자격이 충분한 인물은 공석을
채우기위해 모집 될 수 있습니다.

6. 경우에 따라, 공석은 추가적인

필요, 또는 더 이상 프로그램에
투입 할 수없는 개인에 기초하여
학년도 내내 발생합니다. 공석이
생길 때에는 직원에게 전달됩니다.

7. 최종 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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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과에서
제공하는 것들
팀 스포츠:

•
•

학문 추구 - SAT 예습, The Spark(
중등부 신문), The Flame(고등부
신문), 수학 챌린지, 원예 클럽
테크놀로지 - 코딩 클럽, 컴퓨터
클럽, 3D 아트, 로보틱스

•
•
•
•
•
•
•
•
•
•
•
•
•

Badminton 배드민턴

연간 운영 세션

•
•

APAC Orchestra (APAC
오케스트라)
APAC Theater (APAC 극장)

•

Basketball 농구
Soccer 축구
Swimming 수영
Volleyball

•
•
•
•

•

Tennis 테니스
ARTS(예술):
Musical (뮤지컬)
Drama (드라마)
Choir (합창단)
Band (밴드)

스포츠 및 활동클럽 - 달리기 클럽,
오프시즌 배구, 실내 게임, 테니스
클럽
소셜/문화 - 한국 클럽, 보드게임,
요리 클럽

*클럽 활동은 참여 학생이 UNIS 하노이
활동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UNIS 하노이 학교 상호 주거 협정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APAC Choir (APAC 합창단)

APAC Band (APAC 밴드)

리더십:

•

•

Middle School Student Council
중학교 학생회의
High School Senate 고등학교
학생회
Model United Nations (MUN) 모델
유타이티드 네이션스(MUN)
Global Issues Network (GIN) 글로벌
이슈 네트워크(GIN)
MRISA Leadership Conference
마리사 리더십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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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위한 폭넓고 다양한 활동을
다섯개의 카테고리로 제공합니다.
비주얼 & 퍼포밍 아트 - 세라믹(

UNIS Hanoi

•

•
•
•
•

학년도 전체에 걸쳐 ASA는 10
주 수업의 3 세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Student Eligibility 학생의 자격요건
방과후 활동의 매 세션마다, 학생의
참가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rticipation Numbers 참가인 수
일반적으로, 활동의 운영을 위해
최소 수의 참가자를 유지해야합니다.
방과후 활동 세션 등록을 시작한

학년

방과후 활동
갯수

제출해야하는
자료 수(숙제)

G4 - 12
G2 - 3
K2 & G1
K1

제한없음
3
2
0 in session 1
1 in session
2&3

제한 없음

디스커버리

0

0

5
5
5

활동을 위한 최소 학생 수

학년

최소 학생 수

K1 & K2

7

Grades 1
&2

8

Grades
3 및 상위
학년

9

등록 및 가입

•

방과후 활동(ASA)

•

후에 참가자 수가 아래에 기재된
숫자보다 적어지면, 방과후 스폰서는
방과후 활동을 계속할지 아니면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교과 조정실에 통보합니다.

도자기), 현대 무용, 합창단(글리),
스쿨오브락

모든 ASA 등록은 CHQ 온라인 등록
플랫폼에서 이루어집니다.

리그 가입 현황
UNIS 하노이는 국제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활동 회의 (APAC)와 메콩 강
국제 학교 연합 (MRISA)의 회원이며,
하노이 활동 회의 (HAC)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APAC Member Schools: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of
Guangzhou (AISG)
Brent International School Manila
(BISM)
Canadian Academy (CA)
Concordia International School
Shanghai (CISS)
Hong Kong International School
(HKIS)
International School of Beijing (ISB)
Seoul Foreign School (SFS)
Shanghai American School Pudong
(SASPD)
Shanghai American School Puxi

(SASPX)

School (BVIS)

Taejon Christian International School
(TCIS)

Concordia International School
(CISH)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 (UNIS Hanoi)

Hanoi International School (HIS)

Western Academy of Beijing (WAB)

MRISA Member Schools:
Hanoi International School (HIS
International School Eastern
Seaboard (ISE)

International School Vietnam (ISV)
Olympia School (OLY)
St. Paul American School (SPAS)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 (UNIS Hanoi)
Wellspring International School (WIS)

International School Phnom Penh
(ISPP)
Saigon South International School
(SSIS)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 (UNIS Hanoi)
Vientiane International School (VIS)

HAC Member School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BIS)
British Vietnamese International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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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UNIS 하노이의 공동 교과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는 학교에서 정한
규칙 및 핸드북에 기재된 사항 및 회의 /
리그 소속 규칙에 따라야합니다.

하노이 학교 등록
공동 교과 과정에 참여하고자하는
학생은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해야하며
UNIS 하노이 학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연령
UNIS 하노이 활동은 청소년 스포츠
(YS), 중학교 (M.S.), 주니어 Varsity
(JV) 및 Varsity 레벨에서 실시됩니다.

청소년 스포츠
4-5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대상입니다.

중학교
중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 대상입니다.

주니어 대표팀
8월 1일 기준 만 16 세 미만인 학생들
대상입니다.
주니어 대표팀의 수가 미달되어 MRISA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팀을 구성
할 수없는 경우, 11 학년 학생들은
주니어 대표팀에 지원가능합니다. 단
U16 운동 선수를 대신하여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예외는 U16
연령 제한이없는 MRISA 토너먼트 및
이벤트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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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팀
9월 1일 기준 19 세 미만이며
고등학교에 등록 된 학생 대상입니다.

제한되는 활동
학생이 학기 내 취할 수있는 여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속 주말 여행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학생, 학부모 및 활동 스폰서는 여러
번의 학교 견학을 계획 할 때 학생의
학교 결석 금액, 비용 및 학업 성적을
고려해야합니다. 제한 없음

오디션과 적성시험
UNIS 하노이의 공동교과 그룹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공정한 오디션과 적성시험의 기회를
제공 받습니다. 최종 명단이 게시되기
전에 학생에게 최소 3 회의 세션이
주어집니다. 코치와 감독은 그룹
오디션이 학생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최종팀 발표 시
세심한 주의가 이루어집니다. 코치 및
감독은 최종적으로 대표팀에 속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학업 및 행동
적격성
UNIS 하노이는 학생들에게 폭 넓은
교과 과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
교과 활동과 학업이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의 사명을 강화하고 데에 연관성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
안내서에 기재된 학업 및 행동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학생은 참여자격을

가집니다.

우수학생의 관리
적절한 곳에서 UNIS 하노이는 우수한
유능한 학생들의 운동 능력이나 음악
능력을 검토하고 그 개인이 연습이나
연습을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상위 그룹과 경쟁하고 /
수행합니다.

절차:
1. 해당 프로그램의 코치/감독의 추천
2. 활동장(디렉터)의 승인
3. 활동장(디렉터)이 옵션과 관련
세부 사항을 학부모에게 전달할

•

학부모/학생의 계획 재고 (e.g.
스포츠/음악아카데미/학교 활동 이후
2년간 중단하는경우 등)

참여 확정 및 출석
출석

것입니다. 관련 코치들 / 감독들과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의사 소통을
합니다.

4. 활동장은 학교장이 할 수있는

것과 제공 할 수없는 것의 경계를
부모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5. 학부모의 동의서 접수

관련 분야:

•
•

사회적, 지적 개발

•

현재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출석
및 헌신

•
•
•

안전 (예. 학생 선수가 신체적으로
스포츠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가?)

직업 윤리 및 태도
스킬 퍼포먼스
사회적 영향력의 크기

학생들은 질병, 예정된 연습 / 리허설 /
게임 / 공연 / 컨퍼런스의 최대 15 %를
부상 또는 개인적인 가족 사유로 인해
출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과 과목 그룹의 일원입니다. 학교
연관 승인된 활동에 개입하여 연습 /
리허설 / 게임 / 공연 / 컨퍼런스 누락한
것은 결석 15%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그룹과 관련된 모든 약속이
충돌하지 않도록 비 학교 관련 활동 (
예 : 취업, 지역 사회 스포츠, 지역 사회
활동)을 계획해야합니다.

공동교과 그룹의 중단 및 종료
보호인의 도움을받지 않고 공동 교과
과정을 종료하거나 징계 사유로 인해
참여가 허가 된 학생은 같은 계절에
다른 교과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팀은 일반적으로 6
주동안 일주일에 2회의 연습을 합니다.
매 연습세션은 한 시간 입니다.
중등 스포츠 팀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2회 연습을 하며 기간은 8주-9주입니다.
매 연습 세션은 2시간입니다.
주니어 대표팀은 일반적으로 주중에 3
번 연습하며 기간은 8주-9주 입니다. 매
연습 세션은 2시간입니다.
스포츠 대표팀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4회 연습하며 기간은 8주-9주입니다. 매
연습 세션은 2시간입니다.
MUN, 밴드, 오케스트라, 합창단은
일주일에 1-2회 만남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총 미팅시간 40시간을
연습으로 보내게 됩니다.
뮤지컬/드라마 제작팀은 일주일에
2-3회 만남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총
미팅시간 40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각 활동에는 최소 10명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UNIS
하노이에서 공인 활동으로 공동 교과
그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 6 명의
참가자가 필요합니다.

교육과정 출결
학생들은 적어도 하루 중 절반 (2 블록)
동안 교내 활동에 참여할 수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학교에 있어야합니다. 조퇴 등
부분적인 결석은 면제됩니다.

최소 참가자 수 / 출결 기준
방과후 활동은 매번 한시간 이상의
세션을 가지며, 최소 10번의 활동을
합니다.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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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 시즌(비 시즌)
정책 - 스포츠 팀
UNIS 하노이 스포츠 프로그램은
매 학년도에 3계절(가을, 겨울, 봄)
을 시즌으로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공식 시작일과 종료일은
활동장이 결정하고 공동 교과
일정에 게시됩니다. 모든 오프 시즌
프로그램은 학교의 전반적인 사명과
철학을 반영해야합니다. 코치는 시즌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지원해야하며,
오프 시즌 프로그램보다 시즌
프로그램이 우선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프 시즌(비시즌) 가이드라인

•

모든 비수기 프로그램에 출석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학생은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

신청 연락은 시즌 연습 / 게임 /
토너먼트와 충돌해서는 안됩니다.

•
•

오프 시즌 프로그램은 활동 사무국을
통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오프 시즌 프로그램은 시즌 스포츠
시작 후 1주일 이내에 시작할 수
없습니다.

•

시즌 스포츠와 관련이 없는 모든
학생 운동은 경기 수준에 관계없이
비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오프 시즌 운동은 심사가
아니며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

운동은 일주일에 두번으로 제한되며,
이는 시설물 사용 가능할 때의 기준
입니다.

•

시설물 예약의 우선권은 시즌 중인
스포츠 및 해당 공동교과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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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중 스포츠가 발표되면,
선수들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다른
오프 시즌 스포츠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오프 시즌은 세트 플레이를
연습하기위한 것이 아닙니다.

•

활동 사무국은 오프 시즌 게임이나
대회를 마련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오프 시즌 팀은 최대 2 회의 실외
연습 게임 / 경기로 제한됩니다.

•

오프 시즌 수당은 최소 10 시간의
연락 시간을 기준으로 200 달러로
ASA 보상에 부합됩니다.

아카데미
유엔 국제 학교 하노이 아카데미의
목적은 UNIS 하노이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 및 공동 교과 과정을 지원하기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UNIS 하노이 아카데미는 학부모,
교직원 및 직원이 선택한 활동에서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UNIS 하노이

아카데미는 프로그램 옵션을 더 큰
커뮤니티로 확장합니다. 현재 UNIS
하노이는 UNIS Aquatics Academy
(UAA), UNIS 테니스 아카데미 (UTA)
및 UNIS Music Academy (UM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수영 클럽
피닉스 수영 클럽 (PSC)은 오프 시즌
동안 훈련에 관심이있는 수영 선수와
학교 수영 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하는
되어있는 수영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SC는
선수들이 수영 선수로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Phoenix
Swim Club은 4 학년 -12 학년의 UNIS
하노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PSC는 UNIS Aquatics Academy의
부서로 운영되며 UNIS 하노이 (UNIS
Hanoi)의 지원을 받아 학교 정책 및
절차를 준수합니다.

커리큘럼 및
스케줄 중복
코치 및 활동 보호인은 교과 활동과의
충돌 가능성을 예상하기 위해 학생
명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학생들은 둘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의 활동만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 코치와
스폰서는 갈등을 해소하여 학생들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이 불가피하게
동시에 예정되어 학생이 갈등을 겪을 때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3. 연습이나 리허설이 동시에

발생하면 연습 시간은 두 활동간에
균등하게 나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같은 시즌에 두
가지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4. 한 활동이 다른 활동과 충돌하는

경우, 학생은 패널티없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건물 원장과 활동
국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합니다.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동 교과 과정
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UNIS 하노이 가족이 특정
시간에라도 주택 채무를 이행 할 수없는
경우, 그 가족은 UNIS 하노이 지역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합니다. 각 가정은 다른
가정의 주거 제공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
이전에 각 가정의 주택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합니다. (A가정이 주거제공이
불가하여 B가정에 그 의무를 대신
부탁하는 경우, B가정은 이미 주거제공
의무를 수행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1. 공연 (예 : 게임, 미팅, 콘테스트,
연극)은 연습이나 리허설보다
우선합니다. 학생은 페널티없이
연습이나 리허설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 일에 발생하는 활동이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중학교과의 경우
화요일, 목요일은 스포츠 우선
순위 날이지만 월요일, 수요일 및
금요일은 스포츠가 아닌 활동이
우선 순위입니다. 고등학생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스포츠 우선 순위이며, 화요일과
목요일은 스포츠 경기 외의 활동이
우선순위입니다.

상호 주거 협정
UNIS 하노이와 공동 교과 그룹의 회원
자격을 수락하는 학생은 MRISA 및
APAC의 회원으로서 호스팅 책임을
수용하고 전 세계의 다른 국제 학교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알고 있어야합니다.
숙박을 요구하는 행사를 주최 할
때는 방문 학생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합니다. UNIS 하노이의
교과 과정 그룹 멤버의 가족들은 집을
개방하고 손님에게 숙박을 지원하는 데
동의합니다.
학교는 해당 주택 제공 협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가족 상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공동 교과 활동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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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관리감독

현장학습 복장

최소 한명이상의 UNIS 하노이 직원이
보호자로서 여행에 동행합니다. 보호자
1인은 최대 12명의 학생을 인솔합니다.
8학년 이하의 여학생이 포함된 모든
여행에서 여성 보호자가 동행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출국과 입국을 위해
여행복을 입어야합니다. 허용되는
여행용 복장은 UNIS 하노이 여행용
폴로 셔츠, 카키색 또는 검은색 바지
또는 치마, 편안한 신발로 구성됩니다.
데님, 청바지 또는 짧은바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발은 양호한 상태
여야합니다.

학부모 동행

호텔 이벤트
APAC 또는 MRISA와 관련이없는 초대
이벤트는 호텔 이벤트입니다. 적합한
호텔 옵션 목록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방문 학교와 협의됩니다.

공동교과 이동
(여행)활동
여행의 목표
의미있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학교
사명에 부합하는 풍성하고 계몽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학생들의 여행은 소중한 경험과
확장으로 간주됩니다.
캠퍼스 프로그램 중 학교의 그것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문화적
풍부함을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동 참여를 통한 학교 대표는 학교
정신을 고양시키고 성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존심과 성숙을
발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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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 시 학부모를
초대 할 수 있습니다. UNIS 하노이는
별도의 보호자 / 코치 / 감독이 을 학교
행사에 동행하도록 요청받지 않았다면
현장학습 동행 준비를하지 않습니다.

현장학습 시 숙소
학생들은 단체가 투숙하는 숙박시설과
같은 시설 (즉, 홈스테이 또는 호텔)에
머물 것입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UNIS 하노이 관할 현장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예약은 단체로 이루어집니다.
개별 예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펀딩
여행 학생의 학부모는 첫 여행시
미화 400 달러의 항공료와 입장료를
지불해야합니다. UNIS 하노이는
나머지 비용을 보조합니다. 이 지침에
대한 예외가 있다면 사전에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비용은 UNIS 하노이
비즈니스 사무소를 통해 부모에게
청구됩니다. UNIS 하노이는 필요한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비자 비용은
학부모 / 학생의 책임입니다.

교통편
모든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여 그룹과 함께
여행해야합니다. 학교 행사 시, 행사
이후에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있는 허가가 부여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 가상 미팅
UNIS 가상 여행 정보 회의가 각 학년도
최초의 여행의 필수 조건임을 학부모와
학생은 유념해야 합니다.

학업적 책임
학교 관련 여행으로인해 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은 사전에 교사와
면담하고 부재중인 학업 일정을
수립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결석 하루 당 하루의 보충을 할 수
있어야합니다.
학생들이 제출해야하는 과제에 대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견학이나 “가정에서의” 주된 공동교과
행사가 있다면 학교 수업에 대한 주요
평가를 면제받습니다.

피닉스 수영클럽
(PSC)학생의 여행
참여하는 가족은 하노이 밖에서의
여행을 요구하는 PSC클럽 여행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책임집니다. 가족은
항공, 호텔 및 지상 교통편을 포함한
자체 여행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개별
입장료는 UNIS 하노이에서 초기에 대신
지불하며 사무실을 통해 각 가족에게
청구됩니다.
또한 여행하는 가족은 항공료, 호텔,
지상 교통 및 일당 (UNIS 하노이 정책에
따라)과 같은 코치의 비용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 비율은 수영학생 수에 따라
모든 여행자에게 동일하게 분배됩니다.
코치 대 수영학생 비율은 학생 12 명당
코치 1 명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PSC
코치의 책임은 호텔 숙박 시 코칭에
국한된다.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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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IS 하노이의 코치 / 감독

/ 보호자로 여행하는 성인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학생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코치, 감독 및 보호자는 모든

사건이 모든 학생들에게 통찰력
있고 도전적이도록 만들 것이며
인종, 성별, 신조 또는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을 존중히 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4. 여행하는 어른들은 정상 참작 (

예 : 응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학생들의 행동을 모니터 할
것입니다. 학생의 정서적, 심리적
및 신체적 안녕은 언제나 모든
결정의 최전선에 놓이게됩니다.

학교 주관 여행에서 복귀
다음 도표는 항공 여행이 필요한 여행
후에 학교로 돌아오기 위한 지침을
나타냅니다.

착륙 시간(하노이
도착)

다음날 지각 허용 교시
학교에 수업 참여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세요.

10:00 pm 이전

해당없음

8:10 a.m 이전

10-11:00 pm 사이

첫번재 블럭(1교시)

9:20 a.m 이전

11:00 pm - 1:00 am 사이

첫번째, 두번째 블럭(1-2
교시)

10:55 a.m 이전

5. 코치, 감독 및 보호자는 이벤트에

코치/후원인 여행
가이드라인
1. 학생의 행동양식 - 모든 UNIS

하노이 규칙은 모든 여행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학생들은
UNIS 하노이 학생 행동 강령 및
호스트 조직 (APAC, MRISA,
HAC, THIMUN 등)의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행동 규범 양식과 활동 동의서를
제출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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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시, 보호자 역할 시, 관리
감독 시 외설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자제합니다.

6. UNIS 하노이 공동교과 여행 의복

규정dress code – on both days of
travel between UNIS Hanoi and
the destination.

7. 밤 10시 통행 금지는 매일 밤

대부분의 여행에 적용됩니다.
호텔 숙박과 관련된 여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는
매일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1) 관리자가 학생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2) 학생이 관리자에게 전화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고,
전화는 집전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모든 학생과 직접 통화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관리자에게
전화 시, 밤 10:15 이전에 연락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십시오. 어떠한 통행 금지
위반사항은 그룹리더 및 / 또는
UNIS 하노이 (Hanoi) 활동 국장에게
연락하는 행사 주최자에게 보고됩니다.

8. 홈스테이 - 학생들이 거주하는

홈스테이에 대해 걱정이된다면,
행사 주최자와 연락하거나 UNIS
하노이 해당 활동 감독에게
연락하십시오. 야간 통행금지
차원에서 처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할때, 홈스테이 상황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집에 성인이
있는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편안한지 등.. 다음날 아침 한번 더
확인을 한 후, 다른 학생들도 이
문제를 경험했는지 물어봅니다.

9. UNIS 하노이 휴대 전화가 여행을

위해 코치분들에게 제공됩니다.
전화는 로밍이 가능합니다.
여행 관련 통화에 필요에 따라
사용됩니다. 전화 및 충전기는
활동 사무처에서 수거 할 수
있습니다. 주요 UNIS 하노이 연락
전화 번호는 전화 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스트 학교에서는
현지 SIM 카드 나 실제 전화를
제공하여 외출 통학을 지원합니다.

10. 비상금 (보통 $ 500USD). 활동

사무처는 현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영업 사무소와 협의 할 것입니다.
이 돈은 UNIS 하노이로 귀환
할 때 사업소로 반납해야하며
사용 된 물품에 대한 영수증이
있어야합니다.

11. 여행 정보 바인더 - 활동

사무처에서 수집합니다. 이
폴더에는 비행 정보, 개별 항공권,
여권 및 비자 사본, 학부모 연락처
정보, 학생 의료 정보 및 보험, 비상
연락처가 포함됩니다.

12. 의료관련 응급 사태 - 필요한

경우 학생들을 지역의 의료
시설로 안내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에게 알리고 국장
또는 중등부 고등부 교장에게
연락합니다.

13. 사진 - 이것은 선택 사항이지만

현장 사진을 찍을 수 있다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팀 / 그룹 사진,
활동 / 참여 사진, 시상식 사진 및
기타 사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UNIS 하노이로 돌아 오면 사진을
활동 사무실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14. 학생 여권 / 여행 서류 - 학생이

더 이상 필요 없게되면 모아서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호텔 금고 또는 호스트 학교에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출입국
확인이 이루어질 때 여권을 모아서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15. Study Time (학습 시간) -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이 학교 일을
그룹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봅니다. 일단 공부가 진행되면,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처
Vietnam Country Code 국가 국가
코드 (+84)
Tarique AL-Iesa (활동과정 감독관) –
0125 882-8672
Adrian Hubbard (공동교과 활동
매니저) – 0127 842-2067
Scott Schaffner (HS Principal) – 0913
254 280
Marc Vermeire (MS Principal) – 0123
644 7796
Ms. Hoa (Activities Office) –
096 648-7786
Ms. Giang (Activities Office) –
091 654-2624
Mr. Lai (셔틀 버스 매니저) –
091 876-7755
School Nurse (Susan McComic) –
0129 642-5628
보호인이 여행을 동행 할 때, 코칭
및 지시 사항은 보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한 코치 및 감독의
손에 맡겨야합니다. 대회 / 리허설 /
퍼포먼스 중에 보호인은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하지만, 관람을
통해 학생들을지지하고 이벤트를
즐기십시오.
보호자 또는 그룹 리더가 위의 정보에
대해 질문이있는 경우, 활동 국장에게
출발을 미리 알리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그룹 리더와 보호자 간의 의사
소통은 보호자의 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16. 위의 모든 사항은 여행 출발 후

학생관리의 책임이 가족에게
전달될때까지 도착 때까지
적용되도록 학생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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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학생 행동강령
학생들은 자신과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항상
행동해야합니다. UNIS 하노이의
기대치 (학부모 및 학생 학교생활
안내지침서 참조) 또는 공동 교과
과정 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정학 또는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따라,
학생의 교과 과목 그룹에서 학생이
정학 또는 해고하는 것 이상의 징계
처벌이 추가로 부과 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행동강령 - 여행
UNIS 하노이 (Hanis)는 공동 교과
과정으로 여행하거나 공동 교과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지역 및
국제 학교 활동 조직과 협력하여 행동
강령을 수립했습니다. 이 행동 강령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 및 조직의
도덕성과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학생과 주위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한 활동은 용납 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책임 있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령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규율 및 행동 기대
사항 중 일부입니다.

1. UNIS 하노이 활동의 기간 동안

담배의 사용, 음주 또는 알코올
소지, 또는 불법 마약의 사용 및
소지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 학생들은 모든 행사 및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며 행사 프로그램에
열거 된 모든 예정된 활동에
참석해야합니다.

3. 주최 학교와 UNIS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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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별도로 승인하지 않는
한 고등학생은 22:00 (오후 10
시), 중학생은 밤 21:00 (오후 9
시)까지 모든 참가자가 숙소에
있어야합니다. 확인전화 및
룸체크는 통행 금지 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매일 밤마다
이루어집니다. 학생은 통행 금지
시간이후에 홈스테이 / 호텔 방을
떠나지 않아야합니다. 하노이에서
행사가 열리면 UNIS 하노이
참가자들에게 코치 / 보호자
그들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집
전화가 없는 경우, 부모님과 코치
/ 보호자가직접 통행금지 확인 차
전화를합니다.

4. 개최 도시에서의 관광이나 여행은
학생의 보호자의 허락하에 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자의
보호인와 이벤트 주최자의
허가없이 예정되지 않은 학생
개인이나 그룹으로 이루어진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호인과 주최자가 허락한다면,
확정된 목적지와 복귀 시간을
제대로 확인한 후 개최도시에서의
관광이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술, 담배, 레크리에이션 약물
사용, 부정 행위, 외출 금지 규정 위반
및 “일반적인” 위반사항 중 심각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 (위의 예시 포함)
다음과 같은 결과가 적용됩니다.

1. 학생은 해당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비용으로

학생을 자택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5. 학생은 면허있는 의사, 주치의

의료 관계자가 처방 및 / 또는
관리하는 약물만을 사용합니다.
혹은 개최학교의 의료책임자가
확인해주는 약물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6. 행동 및 행동강령과 관련된

모든 UNIS 하노이 학교 규칙은
해당기간 동안 유효하며 학생은
UNIS 하노이 학생 행동 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3. 학생의 학교는 개최단체 (예 :

MUN, APAC, MRISA, HAC)가
정한 제재와는 별도의 학교의 징계
조치를 적용합니다.

4. 한 학생이 한 학년도에 두 번의
위반을 저지르면 다음 해 같은
행사를 포함, 한 해 동안 모든
행사에 제외됩니다.

추가 징계에 대해.
UNIS의 하노이 행동 강령 및 규율
지침은 APAC 및 MRISA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UNIS 하노이의 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절차는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있는 학부모 및
학생 핸드북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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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나 감독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체육 철학의 전달.
2. 공동 교과 과정을 통해 학교의

사명을 준수하는 데 기여하는 것.

3. 학생의 감정, 신체, 정신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것.

4. 특정 활동에 대한 기술적인

활용법을 최대한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

5. 관련된 관리업무에 신경쓸 것.
6. 자기 훈련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
7. 우수한 시민의식을 지도하는 것.
8. 윤리, 업무 습관 및 대인 관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책임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관련하여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십시오.

6. 학부모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후원자(스폰서)에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풍부한 교과 과정을 통해 자녀가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함께 참여하고 지지해주십시오.
2. 참여자들을 지지해주십시오.(모든
멤버에 대해)

3. 후원자(스폰서)는 공동교과

과정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후원자의 권위를
존중하여 후원자를 지원하십시오.

4.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하고있는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호의적으로 지원하여,
이와 관련된 관한 좋은 예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십시오.

5. 연습이나 예행 연습에 참석하는

경우 관찰자로 참석하고 후원자의
수업 결정권을 존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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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있는 멋진 기회를
즐기십시오.

9.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중대한 상해 발생 시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이를
보고하십시오.

참가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1.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참여하십시오.

2. 모든 후원인들을 존중하고
협조하십시오.

3. 모든 연습과 리허설의 시작시간을
준수하십시오.

4.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지십시오.
5. UNIS 하노이가 요구하는 학업

표준 및 학업 책임을 지키십시오.

6. 다른 참가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며, 증진하십시오.

7. 항상 자신만의 좋은 규정을

지켜나가고 UNIS 공동교과
프로그램의 가이딩 단어에 따라
행동합니다.

헌신, 인내, 정직, 존중, 그리고

책임감.
8. 당신은 학교와 UNIS 하노이 지역

사회를 대표하므로 자동적으로
리더십 위치임을 인식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 학교 및
커뮤니티를 대표하십시오.

9. 공동교과 과정이 추구하는 바를
즐기십시오.

학부모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활동 후원자와 의논 할 때
따라야 할 절차 :

활동 후원인들과 이야기할
적절한 관심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속을 정하기 위해 전화하십시오.

•

자녀의 트리트먼트(처치) - 정신 및
신체적

2. 후원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
•

자녀의 향상을 돕는 방법
자녀의 행동에 대한 관심

반면 활동 후원인들과 이야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관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가 수준 (예 : 경기 시간, 연극 또는
뮤지컬에서의 역할).

•

관리적인 결정 (예 : 게임 계획,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음악 선택)

•

다른 학생들에 대한 내용.

사전에 스폰서를 볼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 Co-curricular &Activities(
공동교과) 사무소에 전화하시면
확인 후 미팅을 마련해드립니다.

3. 사전에 약속을 잡지않고, 콘테스트
/ 공연 전후, 연습 / 리허설 전후에
활동 후원인을 마주하지 마십시오.
이 때에는 후원인이 감정적인
상태 일 수 있습니다, 이때의
만남은 어떠한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후원자와의 회의가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활동 책임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단계에서 적절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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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프로그램
관련 정보

10. 10. 코치 / 후원인은 학생들로부터

비용을 수령합니다. 총 금액은
IRF 금액과 일치해야합니다.
코치 / 스폰서가 수집 한 현금을
비즈니스 사무실에 제출하십시오.
제출된 금액과 IRF의 금액간에
불일치가있는 경우 영업소는 지불
및 IRF를 수락하지 않습니다.

팀 / 그룹을위한 스포츠 착용
유니폼 주문 지침
UNIS 하노이는 여행 팀에게 적절한
경기 유니폼을 제공 할 것입니다.
팀 또는 여행 그룹이 추가 의류 /
유니폼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지침이
적용됩니다.

1. 1.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운영합니다.

•

UNIS 하노이는 공기청정, 열
지수 및 조명 에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치와 학생들은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정책을
숙지해야합니다.

•

공동 교과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UNIS 하노이 활동 동의서를 활동
사무실에 제출해야합니다.

•

고등학교 일정에서 스포츠가
우선시 되는 요일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은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중학교
일정에서 스포츠 팀이 우선순위가
되는 날은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월, 수, 금요일은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

학생들은 교과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되려면 적어도 하루 일과 중
반이상을 학교에서 보내야합니다.

•

학교에서 정학을당한 학생들은 정학
해당일에 교과 활동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

귀중품은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

사용되는 장비는 학생의 책임이며
학교 활동 / 경연 대회에만
사용됩니다. 학생들은 분실하거나
손상된 장비에 대해 책임을집니다.

•

스포츠 유니폼은 게임 / 경기에서만
착용해야합니다.

11. 11. Business Office는 IRF를 PO
처리 및 주문 배치를위한 조달로
전달합니다.

12. 12. 공급 업체는 Co-Curricular

Activities Office에 배송 후 지불
처리를 위해 인보이스를 보냅니다.

구매에 동의 할 수 있어야합니다.

2. 2. UNIS 하노이 로고, 마스코트
및 학교 색상을 존중해야합니다.

3. 3. 게임 / 경기 중에 착용해야 할

여행 셔츠

4. 4. 코치 / 스폰서는 필요한

하노이 외 지역을 여행하고 UNIS
를 대표하는 학생은 UNIS 상점에서
UNIS 하노이 여행용 셔츠를 구입하기
바랍니다.

유니폼에 공식 이름 또는 성(姓)만
기재될 수 있으며, 별명이나 기타
다른 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팔로우할 책임을 기꺼이
져야합니다. 예를들면 지역 연락
담당관 (CLO)과 확인 시 등입니다.

5. 5. 생산 일정은 확정 지국의 CLO
와 확인 및 합의되어야합니다.

6. 6. 초기 심사를 위해 디자인을
CLO에 제출합니다.

7. 7. 활동 이사 및 선임 이사는 최종
디자인 승인을 합니다.

8. 8. 코치 / 스폰서는 조달사와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
업체로부터 최종 견적을
요청합니다.

9. 9. 코치 / 스폰서는 주문 세부

사항 (학생 이름, 크기, 수량 등)
을 포함한 내부 요청서 (Internal
Request Form, IRF)를 사후 관리
책임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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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시 옷차림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콘서트 복장을 구입하기 바랍니다
콘서트 복장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
이사장의 지도하에 그룹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팀 유니폼
시즌 종료 후 1 주일 이내에 유니폼
세트(셔츠와 반바지)가 반환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가격 VND 2,000,000
이 학생선수 가족에게 청구됩니다.
유니폼 세트 중 하나만 분실 될
경우에도 부분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전체가격을 부과합니다.

주요 일반 사항

•

스포츠 코치들은 시즌 중에 사용할
응급 처치 키트를 받게됩니다. 학교
건강 센터에는 오후 6시까지 직원이
있습니다(주중) 토요일은 오전 8
시부터 오후 1시까지 건강센터를

공동교과활동 수상
MVP 가장 가치있는 선수
좋은 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실경기와 연습에서 큰 에너지를 보여
주며, 리더십과 높은 기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팀이 가장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플레이어들의 초이스 (고교
대상)
바람직한 태도, 강한 직업 윤리, 긍정적
인 팀 조화를 돕고, 코치와 동료
선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진 선수.
UNIS 운동 프로그램 홍보대사인 선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선수.

코치들의 초이스 (중등 대상)
코치 초이스상은 MVP (Most Valuable
Player), MIP (Most Improved Player),
가장 헌신적인, 가장 열심히 노력한,
리더십, 팀 정신, 최고의 영감이
선정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수상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코치의 선택입니다.

앰버서더 스포츠 상 (중학&고교
대상)
바람직한 스포츠맨 정신, 긍정적
자세, 훌륭한 기술, 그리고 동료 및
코치와 함께 할 수있는 능력을 꾸준히
보여준 학생 운동 선수. 이 개인은
UNIS 하노이에서 학교 및 체육
프로그램을위한 앰버서더입니다.

올해의 드라마(고교 대상)
공동 교과 과목 프로그램의 ‘드라마’
영역에서 큰 헌신을 보여준 학생.
여기에는 HS 뮤지컬, HS 플레이 및
APAC 극장이 포함될 수 있고, 그 밖에
영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올해의 뮤지컬 아티스트(고교
대상)
공동 교과 과목 프로그램의 음악
영역에서 큰 헌신을 보여준 학생.
여기에는 HS 뮤지컬, HS 합창단, 콘서트
밴드, APAC 밴드, 합창단 및 / 또는
오케스트라가 포함될 수 있고, 그 밖의
영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수 예술상(고교 대상)
음악, 연극, 댄스 분야의 2개 이상의
분야에서 탁월한 학생. 본인이
선택한 예술 영역에서 뛰어난 기술을
입증해야합니다.

예술 헌신상(고교 대상)
음악, 연극, 무용, 시각 예술의 2개
이상의 분야에서 예술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학생. 본인이 선택한 예술
양식에서 작품을 착수한 공로. 헌신적인
태도를 위한 상입니다.

올해의 피닉스 상(10학년-12
학년 대상)
모범적인 운동 윤리, 헌신, 열정 및
자부심의 품격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학생. 수혜 자격을
얻으려면 해당 학년도에 최소한 3
개의 주요 공동교과 과정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합니다. 또한 체육 프로그램과
비 운동 프로그램 (예 : Varsity Volleyball,
MUN, Choir 또는 JV Basketball,
Varsity Soccer 및 band) 간 균형있게
참여해야합니다. 이 수상은 공동 교과
과정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의 선수상(중학&고교 대상)
능력에 중점을 둔 UNIS 운동 프로그램에
상당한 공헌을 한 학생 운동 선수.
다른 분야로는 스포츠맨 정신, 태도,
또래, 코치 및 상대방과 함께 할 수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선수는 최소 두 번의
스포츠에 참가해야하며, 학년 중에는 세
번이나 참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려
대상자는 징계 또는 위반 행위를 위해
팀에서 제거되어서는 안됩니다.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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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UNIS 하노이 활동 동의서
학생 성명:

I. 활동 코드 및
참여 동의
1. AA(활동 동의서) Form: 모든

학생과 학부모 / 보호자는 UNIS
하노이 활동 동의서를 검토한 후
첫 공동 교과 활동 시작 후 1 주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각 학생은
매 학년도에 UNIS 하노이 활동
동의서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2. 동의 Consent: 학생과 학부모는

캠퍼스 밖의 행사 및 잠재적인 해외
여행을 포함하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예정된 행사에 참가할 것을
동의하며, 활동의 스폰서와의
충돌 가능성을 알고있는 즉시
요약합니다.

3. 자격 Eligibility: UNIS 하노이에서

공동 교과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의 상태가
양호해야합니다. 학문적 또는
징계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은 학부모 및 학생 핸드북에
명시된 자격 정책, 지침 및 기대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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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결 Attendance: 학생들은 질병,

부상 또는 개인적인 가족 사유로
인해 예정된 연습 / 리허설 / 게임
/ 공연 / 컨퍼런스의 최대 15 %를
놓칠 수 있으며 여전히 교과 과목
그룹의 일원입니다. 승인된 학교
관련 활동에 개입하여 발생하는
연습 / 리허설 / 게임 / 공연 /
컨퍼런스 누락은 15 %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예정된 회의와
충돌하지 않도록 비 학교 관련 활동
(예 : 취업, 지역 사회 스포츠, 지역
사회 활동)을 계획해야합니다.

5. 중단 및 종료 Removal/Quitting:

관리자/보호인의 도움없이 공동
교과 그룹을 종료하거나 징계
사유로 인해 참여가 불허된 학생은
해당 시즌에 다른 과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학생 행동강령 Student Conduct

and Behaviour: 학생들은
자신과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항상
행동해야합니다. UNIS 하노이
수행 기대치 (학부모 및 학생
핸드북 참조) 또는 공동 교과
과정 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동은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그룹의 정학 또는
해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따라, 학생의 공통 교과
과목에서 참여중단 또는 참여종료
이상의 징계 처벌이 추가로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II. 의료 위임
아래 서명 한 저는 하노이 유엔 국제
학교의 성인 보호자에게 자녀의 의료
및 / 또는 외과 치료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합니다. UNIS
하노이 관리자 / 여행 리더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즉시 전화로
저에게 연락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모든 병원, 진료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 간호사,
의료진, 구급 요원 또는 기타 의료
요원은 UNIS 하노이 관리자 / 여행
지도자의 결정 및 승인에 의존 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는 모든 사항은 제
자녀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첫 단계에서 유선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자녀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UNIS 하노이와 그 대리인을 대신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데 동의합니다.

III. 상호주택 협정
UNIS 하노이와 공동 교과 그룹의 회원
자격을 수락하는 학생은 MRISA 및
APAC의 회원으로서 호스팅 책임을
수용하고 전 세계의 다른 국제 학교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알고 있어야합니다.
숙박을 요구하는 행사를 주최 할
때는 방문 학생들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해야합니다. UNIS 하노이의
교과 과정 그룹 멤버의 가족들은 집을
개방하고 손님에게 숙박을 지원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동 교과 과정
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UNIS 하노이 가족이 특정
시간에라도 주택 채무를 이행 할 수없는
경우, 그 가족은 UNIS 하노이 지역 사회
구성원이 되어야합니다. 각 가정은 다른
가정의 주거 제공 의무를 대신 이행하기
이전에 각 가정의 주택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합니다. (A가정이 주거제공이
불가하여 B가정에 그 의무를 대신
부탁하는 경우, B가정은 이미 주거제공
의무를 수행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부록 A (행동 동의)

학교는 해당 주택 제공 협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가족 상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공동 교과 활동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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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아트 디렉터의 활동안내(여행 시) 활동 시작 전
이사 및 활동
감독은 다음을
논의하기 위해
모여야합니다.

•

UNIS 하노이의 “활동 동의서”
를 오디션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완성
된 서식은 활동 시작 첫 주 이내에
제출되어야합니다.

•

디렉터는 감독이기에 앞서
교육자입니다. 그들은 항상 전문적
행동을 모델로 삼아야하며 모든
UNIS 하노이 학생으로부터 동일한
행동을 요구해야합니다.

•

감독은 선발되지 않은 학생을 다룰
때 민감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안내함을 보장합니다.

•

•

활동을 위한 계획과 기대사항들

•

•

활동의 시작일

활동 사무소에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공합니다 (이름, 성별, 학년 및
버스 이용 여부 포함).

감독은 유니폼을 배포하고, 수령인을
기록하고, 유니폼을 수집하고,
분실, 반환되지 않거나 손상된
반환 유니폼을 활동 사무소에 알릴
것입니다.

•

오디션 절차

•

리허설 스케줄과 시간

•

관리자가 활동에 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우려 사항들

•

관련 축제 / 행사에 대한 지침.

오디션

•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그룹에 대한
목표와 기대치를 결정하고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결과 (예 : 지각 또는
무단 결석)를 확인하십시오.

감독은 포장해야할 목록, 주최 단체
감사 선물, 여행 복장 규정, 통금 시간
등을 포함하여 축제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을 참가자에게 조언합니다.

•

•

참가자 목록에 변경 사항이있는
경우, 활동 사무소에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합니다.

감독은 사업소에서 비상금을
수령하고 보관, 사용 및 반납 (필요한
경우 영수증 증빙)을 책임집니다.

•

•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부모와의 접촉을
설정하십시오 (이메일을 통해).

감독은 활동 사무실에서 학교 휴대
전화 1대 및 충전기 및 여행 정보
바인더를 챙깁니다.

•

활동 명부를 작성하고 관련 명부
양식을 제출하십시오 (개최 학교에서
접수되면 활동 사무국에서 제공).

축제 사전준비
•

•

학생 이메일 및 아침 공지를 통해
오디션 활동을 알립니다.

•

필요 시, 관심있는 학생들을
소집하여 오디션을 봅니다.

•

감독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오디션 /
트라이 아웃을 계획하고 실시합니다.

•

•

오디션 / 트라이 아웃에서의 학생
출석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야합니다.

활동 그룹과 협조하여 공식 단체
사진을 완성하십시오.

•

•

오디션을 시작하기 전에 오디션 /
트라이 아웃 과정과 타임 라인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부모님들과
미팅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준비합니다.

행동 강령 양식을 배포 및
수집하십시오. 수집된 양식을 활동
사무국에 제출하십시오. 모든
참가자가 기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 디렉터와 긴밀히 협력하십시오.

•

활동 디렉터는 출장으로 인한
자신의 부재를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하고 결석에 필요한 양식을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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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가이드라인
•

감독은 학생들을 감독하고 학생들
소재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감독은 야간 통행 금지(커퓨)를
실시하고 확인 전화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통행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합니다.

•
•

•

감독은 축제 기간이나 여행 일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하루 24 시간 대기해야합니다.
감독은 여행 일정에 UNIS 하노이
활동 폴로 셔츠를 착용하고 모든
학생들이 UNIS 하노이 활동 여행
복장 규정을 준수하도록합니다.
가능하다면 감독은 축제 진행 사진을
찍어 활동 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축제 이후 사항

UNIS 하노이
공동교과 활동
사무국의 결의
•

주최 학교에서받은 모든 서신을
알립니다.

•

입학 허가서 양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주최 학교에 제출하십시오.

•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

노이 바이 공항 (Noi Bai Airport)
왕복 교통편을 마련합니다.

•

모든 항공편을 준비합니다.

•

감독은 일일 경비 금액을 수령을
위해 사업 사무실과 준비합니다.

•

여행으로 인한 학생 결석에 대해
MSHS 교수진 및 행정 부서에
알리십시오.

•

UNIS 하노이 교통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버스 이용 학생들을 위한
버스 교통편을 마련하십시오.
이사회가 활동 사무국에 명부를 제출
한 후 확정될 것입니다.

•

시즌 / 축제에 관한 기사를 쓰고 Tin
Tuc에 제출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모든 비상 사태의 돈,
전화, 열쇠, 장비를 반환하십시오.

•

•

학생과 감독을 위한 모든 종류의
여행 서류에 대해 확인합니다.

활동 지도자들과 리뷰를 위한 회의를
계획하십시오.

•

감독을 위한 숙소를 예약합니다.

•

비상금을 사무국과 준비하여
감독에게 지급합니다.

•

학교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여행 발생
시 마다 감독에게 제공합니다.

•

UNIS 하노이 여행 폴로 셔츠를
감독과 학생에게 나누어줍니다.

•

감독 및 MSHS 관리국과 협의하여
여행 보호자를 결정합니다.

부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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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코치진들의 참고사항. 조기 시즌 안
내사항
•
•

사전 회의 - 활동 동의서 등 - 활동
동의서 없이는 연습진행도 없음! 1
주간의 유예 기간 있음.
시즌이 시작된 후 2 주 이내에, 주거
양식을 받아야합니다. 주거 양식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활동 사무국과 장비를 구성합니다. (
자물쇠, 응급 처치 가방, 클립 보드,
호각 등)

•

방과 후 버스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Ms. Hoa가 첫 연습 후에 명단을
확인합니다.

•
•

활동 사무실에 의해 부모님들에게
사전 정보 요약사항을 집으로
전달합니다.

•
•

여권 유효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여행 서류 (여행하는 경우) 여권은 출발일로부터 6 개월 동안
유효해야하며 대부분의 경우 빈
페이지가 1 개만 있어야합니다

•

갈등 (즉, 의무적 인 모임, 수학 여행,
여행 등)을 확인하고 활동감독에게
알립니다.

•

교과 사무국의 예비 명부를 위해
Ms.Hoa는 첫 번째 주 내에 끝내기
위해 일정표에 알림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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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Giang (날짜는 확정이후 알림)
최종명부 결정 - 일정에 알림을
입력합니다.
코치 자신의 호텔을 개인적으로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라면
적어도 1개월 전에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이는 호텔 예약 시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

Principal 및 assistant principal 과
함꼐 수업 커버를 조율합니다.

•

활동사무국에서 팀사진을 찍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거 요청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는지 Ms. Giang과
확인합니다.

논의 - 연습 첫 주 이내에 활동 협정

일정 및 분쟁 해결 약속 - 85 %

•

시즌 중반 안내사항 시즌 이후 안내사항

•

활동 사무국에서 배부 된 여행
정보는 제출된 모든 여행 양식과
비자 서류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

여행용 복장은 학교에서 출발 시와
도착 시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지난 지역 경기 이후에 여행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수집합니다.

•

행사가 끝난 즉시 여행에 참가한
선수들의 유니폼을 수집하십시오 (
집에 도착하기 전에)

•

장비 반환

•

유니폼 반환

•

여행시 지급했던 휴대전화 반환

•

의료가방 반환

•

배너, 깃발 및 트로피는
활동감독에게 전달,

•

의료 가방 / 응급처지 키트 반환

•

자물쇠 및 열쇠 반환

•

비상금 영수증 제출 및 반환 활동코디네이터, Ms. Giang

•

시즌종료 보고서 활동 감독에게 제출

•

활동 감독과함께 최종 미팅

GO PHOENIX!

부록 D

코치진을 위한 뇌진탕 관련 사항들
뇌진탕이란?
뇌진탕은 외상성 뇌 손상의 일종으로
뇌에 충격을 받으면 발생합니다.
뇌진탕은 머리와 뇌가 급격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뇌가 흔들리는 현상이나
두개골 내에서 뒤틀리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진탕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1. 머리나 몸에 가해지는 강한

충격으로 그 때문에 머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AND

뇌가 갑자기 움직이면 뇌 세포가
늘어지고 찢어지며 세포가 손상되고
뇌가 화학적으로 변하게됩니다.

2. 운동 선수의 행동변화, 사고변화

뇌진탕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3. 뇌진탕 징후와 증상은 일반적으로

뇌진탕은 낙상이나 운동 선수가 서로
충돌하거나, 땅과 충돌하거나, 골대와
같은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땡”, “종소리가 들림”, 또는
경미한 충돌이나 머리에 타격을 가하는
것조차 심각 할 수 있습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뇌진탕이 의심되는
운동 선수를 식별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운동 선수를 잘
알고있고, 그들이 평소와 다름을 잘
알것 입니다. - 운동선수가 그 사실을
모를때에도, 또는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또는 신체 기능의 변화와 같은
뇌진탕 징후 또는 증상.

•

소리에 예민해짐

•

느리고 흐릿한 느낌, 안개가 끼는
느낌 또는 거친 느낌

•

집중력과 기억력의 문제

•

혼란스러움

•

“기분이 좋지않다” 거나 “기분이 조금
다운된다”고 말하는 것

코칭 스태프가 관찰가능한
증상들

부상 직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부상의 전체 효과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몇 분 동안 선수는 약간
혼란스러워하거나 조금 흐리게
보일 수 있지만, 1 시간 후에는
연습이나 경기에 복귀 할 수
없습니다.

•

아찔하거나 기절 한 것.

•

해야할일 또는 직위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

•

지시사항을 잊어버리는 것

•

게임, 스코어 또는 누가
상대편인지를 잘 모름

4. 뇌진탕 징후가 있는지 반복적으로

•

움직임이 서툴러지는 것

•

답변을 천천히 말하는 것

•

의식을 잃는 것(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것도 해당)

•

기분, 행동 또는 성격 변화가
나타납니다. 충돌 및 추락하기 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

충돌 및 추락하기 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확인하고 집에서주의해야 할
사항을 부모에게 알려야합니다.
뇌진탕 징후 나 증상이 악화되면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인 및 증상
아래에 열거된 징후와 증상 중 하나
이상을 경험 한 선수. 또는 머리 나 몸에
충돌, 타격 또는 충격을 받은 후 “단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보고 한 선수는
뇌진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Symptoms Reported By Athlete:
선수에게서 관찰되는 증상

•

두통이나 머리에 가해지는 ‘압력’

•

어지럼증 및 구토

•

균형감각 문제나 어지럼증

•

시야가 중첩되거나 시야가 뿌얘짐

•

조명에 예민해짐

공동교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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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진탕의 위험
징후는 무엇이
있습니까?
드물지만 뇌진탕이있는 운동 선수의
뇌에 위험한 혈병이 형성되어 머리가
두개골 내에서 팽창할 수 있습니다.
선수가 머리 나 몸에 충격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
중 하나 이상을 나타내면 즉시 9-1-1로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데려가십시오.

•

한 동공의 사이즈가 다른 하나보다
클 경우

•

졸린듯 하지만 깨울 수 없음.

•

두통이 심화될 경우

•

약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반응이
약해질 경우

•

구토와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경우

•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

경련 또는 발작

•

사람과 장소를 인지할 수 없을 경우

•

점점 혼란 스럽거나 불안해지는
경우.

•

평소와 다른행동을 할 경우

•

의식을 잃을 경우(잠시 동안 의식을
잃는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함)

뇌진탕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대처방안
선수가 팀의 핵심 멤버이든
게임이 끝나기 직전이든, 뇌진탕이
의심되는 운동 선수는 즉시 게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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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해야합니다. 대응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헤드 업 4 단계 실천 계획을
따르십시오.

선수가 집에 돌아 왔을 때 부모가 운동
선수의 징후나 증상을 모니터하거나
증상 악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선수를 경기에서 떠나게
할것

4. 선수의 경기참가를 중단할 것

운동 선수가 머리나 몸에 부딪 치거나
타격을 입은 경우 뇌진탕의 징후와
증상을 찾으십시오. 의심이들 때,
그들을 경기 바깥으로 이동시킨 후
자리에 앉힙니다.

2. 해당 선수가 아래의 사항이
나타나는지,
적합한 건강관리 전문인이 평가하도록
합니다.
부상의 심각성을 스스로
판단하려고하지 마십시오. 건강
관리 전문가들은 뇌진탕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로서 다음
정보를 기록하면 건강 관리 전문가가
부상당한 후 선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상 및 머리나 몸에 타격 또는
타격의 원인

•

모든 의식 상실 (기절 / 의식잃음).
이 발생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

부상 직후의 기억 상실 부상 직후의
모든 발작

•

이전 뇌진탕 발생 횟수 (해당 시)

3. 해당선수의 가족과
보호자에게 알릴 것
가능한 뇌진탕에 대해 알려주고
부모에게 Heads Up 사실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이 사실 자료는 운동

부상 당일에는 운동 선수를 부상에서
제외하고 적절한 건강 관리 전문가가
증상이 없다고 말할 때까지 경기에
복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습이나
놀이에서 뇌진탕이 의심되는 운동
선수를 제외한 후,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사실
가끔 사람들이 오인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부상을 입은채로 경기하는
것이 그들의 체력과 용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증상을 숨기기도 합니다.
운동선수가 자신의 상태를 ‘괜찮다’
거나 ‘힘들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상당한 선수를 게임에 임하게 하는
압박은 다른 선수들의 용기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선수들과 학부모께 강조할
사항은, 뇌진탕인채로 경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뇌진탕에
신경을
써야하나요?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대부분의 운동
선수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일부 운동 선수의 경우 징후와
뇌진탕 증상은 몇일간, 몇 주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가 뇌진탕 증세가 있다면
뇌가 치유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 (몇 시간, 몇 일, 몇 주) 이내에서
뇌가 회복되기 전에 반복되는 뇌진탕은
회복을 늦추거나 장기간의 뇌진탕을
앓도록 할지도 모릅니다. 드물지만
뇌진탕이나 영구적인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수가
점진적으로 게임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까?
선수는 적절한 의료 전문가의 감독하에
연습게임으로 복귀해야합니다. 가능한
경우 팀의 인증 운동 트레이너와 긴밀히
협력해야합니다.
다음은 건강 관리 전문가가 운동
선수를 안전하게 돌려 보낼 수
있도록 따라야하는 5 단계입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단계는 하루 만에
완료해서는 안되며 대신 수 일, 수 주
또는 수 월에 걸쳐 완료해야합니다.

전제조건:
운동 선수는 뇌진탕 증상이
없어야합니다. 운동 선수는 현재
단계에서 증상이없는 경우에만 다음
운동 수준으로 진행해야합니다.

단계 1:
가벼운 에어로빅 운동으로 시작하여
운동 선수의 심박수를 증가시킵니다.
운동 자전거, 걷거나 가벼운 조깅을하면
약 5-10 분 정도 걸립니다.

뇌진탕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체중을 드는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단계 2:
몸이나 머리 움직임으로 운동 선수의
심박수를 높이는 활동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은 중도 조깅, 단기 달리기, 보통
강도 고정 자전거 타기, 보통 강도 역도
(일반 루틴보다 적은 시간 및 / 또는
적은체중 감량)를 포함합니다.

단계 3:

•

모든 뇌진탕은 심각합니다.

•

뇌진탕에 대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은
처음 발생한 경우 더 많은 부상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땐,
선수를 자리에
앉히세요

무접촉, 비물리적인 운동을 추가합니다.
스프린트/러닝, 고강도의 고정식 자전거
타기, 정기적인 역도 루틴 등.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
facebook.com/CDCHeadsUp 에
방문해주세요.

단계 4:

내용 출처 : CDC’s Heads Up Program.
Created through a grant to the
CDC Foundation from the National
Operating Committee on Standards
for Athletic Equipment (NOCSAE).

선수는 통제 속에서 연습과 완전한
계약상태 (스포츠에 적절한 경우)으로
복귀 할 수있다.

단계 5:
A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선수에게서 이전 증상이 또다시
발견되거나 새로운 스텝으로 나아갈때
새로운 증상이 발견된다면, 이는
선수가 너무 무리하게 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같은 현상 발생 시
선수는 즉각 고강도 운동을 멈춰야하며
건강관리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휴식기를 더 가지고 뇌진탕 증세가
없다면, 선수는 다시 이전단계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정보 >> WWW.CDC.GOV/
CONCUSSION
부록 D (코치진을 위한 뇌진탕 관련
사항들)

뇌진탕 의학상식
•

어린이와 청소년은 뇌진탕 증세를
보이고 난 후 성인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

뇌진탕 경험이 있는 선수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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