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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미션, 가치, 믿음 “영감이 되도록 배우다”

학교 비전과
전략적 관리 계획
하노이 UNIS의 모든 활동은 본교의
비전에 근거합니다.
“본교 배움의 커뮤니티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영감이 되는 롤모델이 될
것입니다.”
명문이라면 학생들의 배움에 큰
뜻을 품기 마련이며, 하노이 UNIS
는 올해도 <전략 2020> 5개년 계획
완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합니다. 본
계획은 본교 가치관, 세계관, 책임감이
귀하의 자녀를 위한 우리의 비전을
추구하는 데 영감 및 기저가 되도록
합니다. 본교의 전략적 목적은 “
포용적 커뮤니티 속 연결된 배움의
장에서 우수한 학업 성취”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교의 전략적 목적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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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및 기본 원칙
“본교 미션은 학생들이 다양성을 높이
사는 따뜻한 면학 환경 속에서 유엔의
이상과 원칙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탁월성을 목표로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여
우리 글로벌 사회와 자연 환경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본교가 도입하고 있는 유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현안에 평화적인 해결책 강구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과 어른
사이에 우호적 관계 형성

•

경제, 사회, 문화,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협업을 통한 과제 완수

•

만인의 기본권적 자유와 평등을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차별 없이
존중

교육관
하노이 UNIS가 배움(Learning)을
중시하여 추구하는 바는 다음입니다:

•

국제 기준을 능가하는 역동적

•

안전하고 서로 보살피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

지역 및 세계 이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믿음,

커리큘럼으로 영감이 되는

언어를 존중합니다.

환경 속에서 배우고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면서 교실 안팎에서 지식을
활용하여 평생 자기 계발을
실천합니다.

•

하노이 UNIS가 책임감(Responsibility)
을 중시하여 추구하는 바는
다음입니다:

•

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우리 지역과 세계적 당면 과제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진실되게

대해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문제
제기를 하고 함께 탐구합니다.
하노이 UNIS가 지역사회(Community)
를 중시하여 추구하는 바는
다음입니다:

•

다양한 사람들과 든든하고
오래가는 우정을 적극적으로

상호 존중, 배려, 공정성이 바탕이

행동합니다.

•

본인의 생각, 행동, 그 결과에
대하여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집니다.

•

어려움 앞에서 용기, 자구력,
독립심을 잃지 않는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고 잘 대응합니다.

만들어 갑니다.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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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담 선생님의 전학생 지원 방안
학부모의 역할

교과외 활동

Annual General Meeting (fo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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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ASA

After School Activities 방과후 수업

BoD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CfA

Centre for the Arts 아트센터

DP

Diploma Programme 디플로마 프로그램

EAL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아이를 위한 수업

ECC

Early Childhood Centre 유년기 센터

5학년 캠프

ES

Elementary School 초등부

학생회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학부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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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정책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
IT		Information Technology IT기술
K1

커뮤니케이션

years) 만4세 유치부1
K2

학부모 면담

Kindergarten 2 (for children aged 5
years) 만5세 유치부2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기

MRISA Mekong River Int’l Schools Association

학부모 민원 사항

학부모 참여

Kindergarten 1 (for children aged 4

메콩강유역국제학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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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Middle School 중등부
HS

High School 고등부

MUN		Model United Nations 모의유엔
PAC

Performing Arts Celebration 공연 예술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수업
PYP		Primary Years Programme
초등부프로그램
SCO		School Community Organisation
학교커뮤니티조직
SL		Service Learning 배움서비스
UoI		Units of Inquiry 주제별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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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교장선생님 인사 말씀
초등부 학부모 여러분께,
하노이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UNIS)에 함께 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즐거운 UNIS 초등부
커뮤니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핸드북은 신규 학생과 기존 재학생
모두를 위한 우리 초등부의 일상적
운영에 대한 정보의 보고로 언제든
들춰 볼 수 있는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찾으시는 내용이 핸드북에
없다면 다음 스텝으로 담임 선생님
혹은 초등부 교무처(ES Office)에
문의 해 주십시오.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정보가 핸드북에 빠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피드백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늘 학부형 여러분께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입니다.

하노이 UNIS 초등학교의 모든 활동은
우리의 미션과 직접 연관됩니다.
우리 교직원 모두가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 학교의 이 같은 미션을
바탕으로 고민을 합니다.
귀하의 자녀 교육을 위해 하노이
UNIS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미션을 달성하는 여정에 저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가장
성공적 교육의 장은 학부형과 학교가
공고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Megan Brazil
초등부 교장
esprincipal@unishanoi.org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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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제휴, 지배구조
본교는 인터네셔널 바칼로레아 기구
(IBO)의 회원으로 3개 IB 프로그램
모두를 교수하도록 인가 받았습니다.
하노이 UNIS는 대표적 학교평가기관인
서부지역학교협의회(WASC)와
국제학교협의회(CIS) 소속입니다.

동아시아외국인학교협회(EARCOS)의
회원이며 메콩강유역국제학교협회와
(MRISA) 및 아시아태평양활동회의
(APAC)와 제휴되어 본교와 자매 학교
교정에서 다양한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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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학교 행정
이사장(Head of School)은 하노이
UNIS의 CEO로서 이사회(Board of
Directors, BoD)에 보고 하게 됩니다.
이사장은 전교 프로그램의 조직, 운영,
실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의 감독으로서
학교 정책 및 재무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학부형과 이사회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사장과 초등부/중고등부
교장선생님은 이하 부서의 부장과
실장의 지원을 받습니다: 교과(
커리큘럼 및 전문성 계발), IT, 재무
운영, 입학, 교과외 활동 및 진학 (홍보,
마케팅, 대외협력, 졸업생 관계).

이사회(BoD)

이사회 위원회

하노이 UNIS 이사회는 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Strategic Plan) 수립,
전략적 정책의 입안 및 승인, 연간
예산 승인, 재무 건전성 검토 등의
임무를 지닙니다. 또한 학교 이사장의
채용, 임명, 평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소집에 앞서
자문위원회가 만나 사안을 검토 한 후
이사회에 검토 의견을 전달합니다.
위원회는 이사회 멤버, 학교 직원,
학부형 등 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자원
봉사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회
Administrator (bodadministrator@
unishanoi.org)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회는 9인 체제입니다.
직권을 지닌 이사장 이외에 9명은
봉사자입니다. 학부모 선출의 2인,
유엔 코디네이터(United Nations
Resident Coordinator) 임명의 3인,
이사회 임명의 4인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보드 멤버는 3년 임기이며 보드
활동을 6년 연속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드에서 물러나야 하며, 1
년의 기간이 흘러야 다시 보드 멤버가
될 자격이 생깁니다.

이사회 회의

이사회는 가을에 커뮤니티 미팅과
봄에 연례 총회(Annual General
Meeting)를 주최합니다. 또한 종강
보고서를 작성하며 TinTuc에 게시하여
이사회 활동 내역을 공개합니다.
지배구조 관련 문서, 전략 관리 계획,
회의록 및 발표 자료 등 하노이
UNIS 이사회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직접 교정을 방문하거나 Board
Administrator (bodadministrator@
unishanoi.org)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미팅은 학교
일정표에 표기 되어 있으며 TinTuc
에도 정보 공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및 위원회 미팅의 공개 세션에 학부형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사회와 소통하기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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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초등학교 교무처(ES Office) 근무 시간은 07:45부터 17:00
까지 입니다.

학위 역시 교육학입니다. 호주, 영국, 콜롬비아, 인도, UAE
에서 교단에 서기도 했으며, 학교 행정, 인재 개발, 커리큘럼
관리 등 기타 분야 경력이 20여년에 이릅니다.

초등부팀 소개

Mr Stephen Lush

Ms Megan Brazil

esudprincipal@unishanoi.org

초등부 교장선생님
esprincipal@unishanoi.org
전화 번호 (024) 7300 4500 내선 번호
8900/ (024)7300 4502
2015년 8월 부임하신 메간 브라질
교장 선생님께서는 GEMS World
Academy Dubai UAE 주요 간부로
활약하다 하노이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부 전공은 교육학, 석사는 국제 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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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고학년(2-5학년) 교감선생님

2015년 8월에 부임한 스테픈 러쉬
교감 선생님께서는 칠레 산티에고
Nido de Aguilas 국제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하노이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학부 전공은 인문학,
석사는 교육 리더십입니다. 국제적
교육자로 경력을 쌓으며 교단에 선 8
년에 행정 경험 14년을 병행하였습니다.

초등부 교무처 소개
Ms Nitasha Chaudhuri

Ms Quyen Nguyen To

Lower Elementary School Deputy
Principal (Discovery - Grade 1)

초등부 교장실 비서

esldprincipal@unishanoi.org

전화 번호 (024) 7300 4500 내선 번호
8900/ (024) 7300 4502

인도 출신의 니타샤 차우드후리
교감 선생님의 학부 전공은 영문학
및 교육학, 석사는 커리큘럼 및
교육지도입니다. 2015년 8월에 하노이 UNIS로 부임 하기에
앞서 인도 봄베이 미국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ECC에서
초등1학년 과정의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또 런던에서
교단에 서며 커리큘럼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Mr. Joshua Smith
Primary Years Programme (PYP)
코디네이터
pypcoordinator@unishanoi.org
조슈아는 영국, 스위스,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및 현재 UNIS
하노이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G2
교사, G3교사, 팀 리더 및 봉사 학습 코디네이터로서 우리
학교에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Joshua는 초등교육으로
학위를 취득했으며, 석사 학위로서 교육 리더십을 취득하고,
관련된 자격증으로 국제 교육 리더십 증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양한 경험은 수년간 담당한 중요한
역할로 빛이 납니다. 교수법, 커리큘럼 개발, 팀 리더, 활동
코디네이터 및 교감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교육의 현장에서
경험했습니다. 또한 그는 6 년 넘게 PYP로서 종사한 바
있습니다.

espsecretary@unishanoi.org

아래 업무 내용 필요시 이메일 혹은
전화 바랍니다.

•
•
•
•

결석 알림
학생 일정표/시간표 안내문 받아 가기
초등부 행정 사항 문의
초등부 교장 선생님(Ms Megan Brazil)과 면담 잡기

Ms Quynh Nguyen Ngoc
초등부 교감실 비서
esdpsecretary@unishanoi.org
전화 번호 (024) 7300 4500 내선 번호
8914/ (024) 7300 4502
아래 업무 내용 필요시 이메일 혹은
전화 바랍니다.

•
•

결석 알림
초등부 고학년 교감 선생님(Mr Stephen Lush)과 면담
잡기

Ms Phuong Do Thanh
초등부(ECC) 비서
eccsecretary@unishanoi.org
전화 번호: (024) 7300 4500 내선
번호 8111/ (024) 7300 4501
아래 업무 내용 필요시 이메일 혹은
전화 바랍니다.

•
•

(ECC 내) 결석 알림
초등부 저학년 교감 선생님(Ms Nitasha Chaudhuri)/PYP
코디네이터(Mr Joshua Smith)와 면담 잡기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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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소개
정규 수업 시간
시각

월, 화, 목, 금요일
일정표

08:10 - 08:40 아침 미팅

시각

수요일 일정(학년:
K1-G5)

수요일 일정
(Discovery)

08:10 - 08:40

아침 미팅

08:40 - 09:20

P1

P1

09:20 - 09:25

이동시간

이동시간

09:25 - 10:05

P2

P2

10:25 - 10:30 이동시간

10:05 - 10:25

쉬는시간

쉬는시간

10:30 - 11:10 P3

10:25 - 10:30

이동시간

이동시간

11:10 - 12:00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10:30 - 11:10

P3

P3

11:10 - 12:00

점심시간

점심시간 및 하교

12:05 - 12:45

P4

12:45 - 12:50

이동시간

12:50 - 13:30

P5

13:30 - 13:35

이동시간

13:45 - 14:25 P6

13:35 - 14:15

P6

14:25 - 14:30 이동시간

14:20

홈룸 및 하교

08:40 - 09:20 P1
09:20 - 09:25 이동시간
09:25 - 10:05 P2
10:05 - 10:25 쉬는시간

12:00 - 12:05 이동시간
12:05 - 12:45 P4
12:45 - 12:50 이동시간
12:50 - 13:30 P5
13:30 - 13:45 쉬는시간

14:30 - 15:10 P7
15:10 - 15:20 마무리하기

초등부 개괄
UNIS 초등부는 유년기센터
(Discovery, Kindergarten 1과 2)와
초등학교(1학년-5학년)로 구성되며
IB 초등교육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 Primary Years
Programme)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최신의 교육학 이론과
이 분야의 선진 사례를 반영하며
초등 커뮤니티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세심하게 짜여졌습니다.
하노이 UNIS 학생의 국적은 60여개가
넘으며 그 다양성은 우리의 UN 역사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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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사회 정책
상, 특정 국적이 각 학년 총 학생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초등부 학생 배치
방침
하노이 UNIS는 포용적 학교로서
학생 개개인을 고유의 인격체로 바라
봅니다. 학생의 커리큘럼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습 능력을 바탕으로 배움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를 하노이 UNIS가 각 학년

별로 수립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수준에 대비하여 평가하는 동시에
나이와 학년에 무관하게 개인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지도하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년 배치는 하노이 UNIS가 정립한
기준일(cut off dates)에 따릅니다.
본교는 각 학생이 일구는 발달 사항에
방점을 둡니다. 따라서 본교가
기준으로 하는 학년 배치 기준일
(8월 31일 이전 생일자) 대비 조기
진급하거나 그 반대로 유급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학습 결손 학생 및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아이들을
위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추었으며,

본교와 같이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흔히 나타나는 매우 차별화된 기량을
갖춘 아이들을 위한 담임 및 전담
교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초등부 커리큘럼
•

UNIS 초등부 커리큘럼은
디스커버리부터 12학년까지
IB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육성하고
교실에서 체득한 것을 바깥 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

유엔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나타난
심도 있는 국제적 소양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

기량과 과정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맞춤형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느냐만큼 어떻게
배우느냐를 중시합니다.

•

배움을 상호적이며 통합된 과정으로
간주하여 특히 전 커리큘럼에 거쳐
언어의 사용을 통한 과목간 연계를
매우 강조합니다.

•

미디어 및 IT를 다루는 바람직한
방법을 개발합니다.

•

전 커리큘럼에 거쳐 베트남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UNIS 커뮤니티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합니다.

•

정규 과목과 병행한 과외 활동으로
저변을 확대합니다.

커리큘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unishanoi.org/
curriculum) Elementary School
Grade Level Guides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봉사 학습
프로그램
봉사 학습 프로그램은 탐구
프로그램에 통합되어 있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포괄적인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학생들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개발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탐구하는 행동을 통해
봉사 프로젝트를 경험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봉사에 기여하는 시야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모든 학생들은 Blue
Dragon Walk-a-thon, SDG Week, UN
준수의 날 등 다양한 서비스 행사에
참여합니다. 봉사 학습 프로그램은
Walk-a-Thon, 축제 기금 모금 행사,

Tet Bag Appeal, 학생 액션 그룹 및
학생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선의의
행위는 학습기회를 통해 배양되며,
이러한 기회는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학생들이 조직
및 봉사 활동 행사의 일원이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격려는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좋은
변화를 실감하도록 도와줍니다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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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내 보안, 보건, 안전 방침
교정 내 규정

캠퍼스 출입 방침

•

하노이 UNIS는 개방된 교정이 아니며
학생들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교문 밖을
나서면 안 됩니다. 병원 진료 예약
등의 사유가 있다면 초등부 교무처
(ES Office)에 사전 연락을 주십시오.
정규 수업 시간 동안 교문 밖을 나가야
하는 학생도 학부모 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노이 UNIS는 개방된 교정이
아닙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08:00
- 17:00) 사이 방문객은 유효 ID를
경비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학부모와 학생은 별도의 학내
일정이 있지 않은 한, 일반 수업
시간 외에 출입이 되지 않습니다.

•

스케이트 보드, 롤러 스케이트,
롤러 블레이드, 자전거, 원격 조절
프라모델/장난감 등은 금지입니다.

•

학부모 연락처
학부모, 보호자, 긴급 연락처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업데이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메일 확인
(admissions@unishanoi.org) 혹은
학교정보관리시스템 Veracross에서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감독
ES 어린이(D-Gr5)는 교정 내에서 늘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노이 UNIS
는 오전 07:55 이전에 담당자(성인)
를 배치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이전에
등교한 학생은 ES 혹은 ECC 사무실로
오기를 바랍니다. 하원 시각 후 (15:30)
혹은 방과후 (ASA, 16:30) 선생님
또는 학부모의 별도 감독이 없다면
반드시 하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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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 애완 동물은 출입
금지입니다.

•
•

교정은 흡연 금지 구역입니다.
ECC (B11동) 놀이터는 정규
수업 시간 (7:55 - 15:30) 외에는
학부형과 학생에게 개방되지
않습니다.

•

B9동 옆 대형 어드벤처 놀이터는
하원 후와 토요일에 보호자를
동반한 학생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 놀이터는 월-토 18:00
에 문을 닫으며 일요일은 종일
닫습니다.

교정 출입 방침
교정에 방문객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교정을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은 교문
옆 경비원에게 신원 확인 후 교정 내
패용하도록 하는 방문증을 받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는
전 학생은 어른과 동반해야 합니다.
방문은 점심 시간에 캔틴(cafeteria)
과 놀이터로 제한합니다. 교실 내에
방문객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합니다.
방문에 앞서 초등부 교무처(ES Office)
와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실에서 귀가 시키는 학생의 경우,
간호 선생님이 유관 교직원에게
연락을 취하며 학생에게 노란색
학생증(Student pass)을 발급해주어
교문 옆 경비실에 제출하게 됩니다.
초등부 행정실에서 아이를 귀가 시킬
경우, 하얀색 학생증이 발급되어
교문을 나서면서 경비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귀가
할 수 없습니다. 학부형께서는 반드시
아이의 하원에 어른 보호자 동행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 및 보안 절차

비상 훈련
매 학년도에 일정 간격을 두고 비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각 교실 출입문
근처에 대피안내도가 있습니다.

외부 활동 시 규칙
하노이 UNIS는 햇볕 안전 학교입니다.
밖에서 일하거나 놀 때는 모자
착용이 필수입니다. 야구 모자보다
햇볕 차단에 효과적인 챙이 넓은
모자를 챙겨 주십시오. 또한 아이들이
선크림을 바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물병
1회용이 아닌 깨지지 않는 물병에 아이
이름을 적어 보내주십시오. 학생들은
교정 각지의 식수대에서 물병을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양호실 (School
Health Centre,
SHC)
하노이 UNIS 양호실(SHC) 운영
시간은 월-금 08:00-18:00 및 토요일
08:00-13:00 (Saturday Soccer
지원용) 입니다. 양호실에서 학생,
교직원, 방문객에게 응급 처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개강 첫날 혹은 그
이전에 간호 선생님들과 면담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부 교무처
옆 B9동에 자리한 양호실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아이의 건강 관련
이슈를 상담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 의료정보
기록서
학생 의료정보 기록을 개강일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필수 예방접종
확인서를 별첨하여 UNIS Hanoi
Medical Form (학생 의료정보 기록서)
에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의
서명을 받아 제출 하시면 됩니다.
모든 재학생은 美 질병관리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가 공시한 예방접종표에 의거하여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이 확인 및 완료된 후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 별로 예방접종 일정이 상이
할 수 있으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교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美
질병관리센터 예방접종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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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의료정보 기록에 예방 접종
혹은 기타 건강상 변경 사항이 있을
시 간호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학생
의료정보 기록서는 매 3년마다
업데이트 되야 합니다. 양호실 측에서
업데이트 시점에 가정통신문이 나갈
것입니다.

병가
하노이 UNIS는 교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경미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38도 이상
고열, 구토, 설사 등 수업에 참여 할 수
없거나 전염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될
때 아이들은 귀가 조치를 받습니다.
다음의 경우 자녀를 등교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

38도 이상 고열. 해열제 없이 24
시간 열이 나지 않을 경우 다시 등교
가능합니다.

•
•

구토 혹은 설사

하노이 UNIS는 견과류 및 알러지 주의
학교 입니다.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바이러스성 혹은 박테리아성

•

결막염

•
•

알러지

음식을 보낼 때 견과류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거 될 때까지) 머릿니
기타 전염성 질환

아이들 점심, 간식, 학급 파티 등에

•

다른 학생의 알러지를 자극 할
수 있는 알레르겐류에 대하여

전체 격리권고 가이드라인은 본교
홈페이지 School Health Centre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견과류 및 기타 알러지를 갖고 있는
학생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편도선이 심하게 붓거나, 수두/
풍진/홍역/볼거리/독감/머릿니 등 모든
경우의 전염성 질환 감염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의료 관련 사안은 SHC 양호실로
연락주시면 되며,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알러지가 있는 학생의 보호자는
알러지대처계획(Allergy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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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소는 견과류를
배제한 식단을 제공하나, 일부
음식은 견과류와 같은 장소에서
포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및 천식대처계획(Asthma Action Plan)
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호실
(SHC)를 방문하시어 자녀의 알러지,
대처 요령, 의약품 사용 관련 상담을
해주십시오.

의약품 사용
양호 선생님이 지급하지 않은
의약품의 소지, 돌리기, 복용 등을
금합니다. 학교에 있는 시간 중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SHC에 학생 성명,
학급, 약품명, 복용량, 방법, 복용
시간을 직접 전달해 주십시오.

SHC 양호실
연락처
직접 방문: B9동 G44호 (초등부
교무처 건너편)
전화 번호: 7300 4505
이메일: shc@unishanoi.org
SHC 담당자: 수잔 맥코믹 간호 선생님
이메일: smccomic@unishanoi.org

진료 시간
월 - 금 08:00-18:00
토요일 08:00-13:00

의료 응급 상황
학생의 응급 연락처가 언제나
정확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Veracross 학부형
포탈(Parent Portal)에 들어가서
‘Household Contacts(가정 연락처)’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노이에 체류
중인 성인 2인의 연락처(학부형이
연락 받을 수 없는 경우 연락할 사람)
를 기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는 지인이어야 합니다.
의료적 응급 상황이나 사고 시,
부모님 혹은 위 지정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학생은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후송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응급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학부모님께 청구
됩니다.

바깥 활동 운영
기준
SHC 간호실은 학생들이 바깥 활동
할 수 있는 대기질인지 미세먼지 지수
(Air Quality Index, AQI)를 교직원에게
주기적으로 발송합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 AQI 대처 방침
(Action Chart)을 참고해 주십시오.
또한 더위 지수(Heat Index)
모니터링을 통해 여름철 학생들이
위험 수위의 더위에서 바깥 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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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문

2

운영실

3

체육관/수영장

4

스포츠센터

5

중/고등부 캠퍼스 (6학년-12
학년)

6

중/고등부 과학실,
디자인실, IT & 언어연구소

7

본관: 이사장실, 교무처,
인사팀, 입학처, 진학처

8

도서관

8b

캔틴, 교과외활동실, Ly
Thai To 학습 센터

9

초등부 캠퍼스

10

아트센터

11

(ECC) 유년기센터

12

실내 체육관

13

초등부 놀이터

14

사계절 축구장

13

8b

14

학교 도서관과 IT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 운영 시간
월 - 금요일까지 07:30 - 17:00

사서(Librarian)의 역할
학교 도서관은 초등부 사서가 풀타임
보조 선생님 3명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서는 각 담임 선생님과 보조를
맞추어 문의 과목 주제에 대한 검색,
관련 자료 제공, 도서관 이용에 관한
학생 지도, 품격 있는 작품의 소개 등을
통해 학교의 미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교 커리큘럼은 정보를
능숙하게 다루는 실력(Information
Fluency)의 배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커리큘럼은 각 학급의 단위
주제에 적용되며 사서와 각 담임
선생님은 해당 주제에 대하여 수업
계획과 지도를 함께 하게 됩니다.

초등부 사서는 Ms Monica Mayer
선생님입니다 (eslibrarian@
unishanoi.org).

학부모 참여
학교 도서관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매우 환영하며 학부모 여러분께서
도서관을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또한 교정 방문 시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실 수 있고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컴퓨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본교는
육아 및 교육 관련 도서를 늘려 가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반납 기한이 지난 책에
대한 알림은 매주에 한 번 댁으로
전달됩니다. 분식, 파손, 미반납 책은
도서의 원가에 배송료를 더해 댁으로
청구됩니다.

추가 정보
장서 목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가입, 조사용 인터넷 사이트 등 추가
정보는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www.
unishanoi.org/library)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이메일
(library@unishanoi.org)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도서관 대여 방침
초등학생은 최대 3권의 책을 1
주일간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제때
책을 반납하여 모두에게 동일한
읽을 기회가 돌아가도록 강조하고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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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배움
하노이 UNIS는 IT를 협업하는 법,
소통하는 법, 창조적 비평을 하는 법을
습득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활용하여,
본교의 미션을 완수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IT 코디네이터 Ms 미쉘
마티아스는 IT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이메일(mmatias@unishanoi.org)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는 3-5학년에 1:1 크롬북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는 태블릿 PC
학교로써 각 학생에게 개인적 용도의
테블릿 PC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S
도 디스커버리부터 5학년까지 iP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이메일을 포함한 학교 IT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학생,
학부형, 보호자는 책임 있는 사용
동의서를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베라크로스 및
블로그 활용
하노이 UNIS의 모든 학부형은
교내 데이터베이스 베라크로스
(Veracross)에 접속할 수 있는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행정실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베라크로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련
문의 사항은 techsupport@unishanoi.
org로 이메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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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급 블로그는 선생님들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블로그에는 자녀의 배움 과정과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수학,UOI
주제에 대한 최신 자료도 업데이트
됩니다.

학교 생활 준비하기
신입생 설명회 및
적응하기
새로 입성한 가족을 위한 오후 설명회
(Orientation Afternoon)과 신규 및
기존 재학생 가족을 위한 개강 맞이
학부모 설명회(Back to School Parent
Information Sessions)를 통해 본교의
프로그램 및 활동 사항에 대한 개괄적
안내를 받고 UNIS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달력에서 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복장 규정
•

여러 ‘체험형(Hands-on)’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편안한 복장으로
등교해 주십시오.

•

복장은 단정하며 UNIS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존중해 주십시오.

•

장신구 및 T 셔츠 디자인 등은

•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

에어콘이 가동되므로 실내 온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입을 수 있거나 걸칠 수 있는 얇은
겉옷을 준비해 주십시오.

•

달리기, 오르기 건 활동에 적합한
운동화 혹은 덮여진 샌들을 신어
주십시오.

•

모든 바깥 활동에 모자는
필수입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체육 시간(PE)
복장 규정
B4 스포츠 센터 로비에 위치한 교내
매장에서 구입 가능

•

하노이 UNIS 체육복 상의 혹은
하노이 UNIS House 티셔츠

체육 시간에는 하노이 UNIS 체육복
하의도 착용해야 합니다.

•
•

모자
양말을 신고 운동화 착용 혹은
앞뒤가 막힌 스포츠 샌들

•

채운 물병은 체육 시간 필참
품목입니다.

•

트램폴린 - 안전 규정으로 다음
복장이 필요합니다.

○ 운동복 긴 바지
○ 긴 소매 상의
○ 양말
디스커버리에서 3학년생은 체육
수업이 있는 날에 체육복 차림이
허용됩니다. 4,5학년생은 체육 수업 후
체육복을 갈아 입어야 합니다. 체육복
차림으로 등교할 수 있으나, 체육 수업
후 평상복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수영 시간 복장
규정
•
•
•
•
•

학생에게 적합한 수영복건
수경
머리카락이 긴 경우 수모
수건
Flip flop류 샌들

공연 복장
•
•
•

검정색 바지
검정 신발
UNIS 하노이 공연 폴로 스커트
o

Grade D-3 - 로얄블루(감청색)

o

Grade 4-5 - 흰색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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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UNIS는 개인 용품의 분실
파손에 책임 지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
용품에 이름과 학급을 써주십시오.

가정에서 배움
가이드라인
본교는 학생들에게 본인의 배움에
최대한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주고자
하며, 이는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도 적용됩니다.

학용품
학용품은 학교에서 지급합니다.
학생들이 가져 와야 하는 것은 책가방,
물병, 모자, 간식, 도시락(학교 급식을
구매하지 않을 시)입니다.

개인 용품
다음 아이템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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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있는 수집용 아이템 혹은
장난감

•

값비싼 장신구 및 시계 (학교측에서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전자 완구 등 일체 장난감
장난감 총, 칼 등 포함 일체 무기류

학교에 가져 갈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시간을 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학교에 돈을 가져
온다면, Snack sales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작은 금액이어야 합니다. 돈은
지갑이나 이름을 쓴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휴대폰 사용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모두 금지입니다.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 왔다면 08.00부터
15.30까지 전원을 끈 채로 책가방
안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학업 성취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즐거움을 위한
일상적 독서입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영어와 모국어 모두로 집에서 매일
책을 읽는다고 간주합니다. 모국어
실력은 영어 유창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는 것에 더해 스스로
독서를 하고 거꾸로 부모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권장해 주십시오. 학년
별로 가정 교육의 일환으로 일상적
독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은 상이하며
학년이 올라갈 수록 학생의 자율성이
중요해집니다.
산수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과 함께 보드 게임(Snakes
& Ladders, Monopoly, Yahtzee,
Cluedo, Sequence 등), 카드 게임,
주사위 게임 등을 즐기는 것입니다.
TV와 태블릿 등 대신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덤이구요!
이 외 자녀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체계화되지 않은 놀이,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 운동,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 신경 써 주십시오.

등교 방침

평상시 등교
학생들은 하루를 교실에서
시작합니다. 책가방은 본인의
사물함에 두고 08:10까지 담임
선생님을 맞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놀이터에서 감독은 07:55에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 등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담임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고 지각 및 결석을 08:20까지
초등부 교장실 비서에게 전달합니다.

안전 등교
프로그램
안전 등교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가
매일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출석 확인의
의미도 있습니다.

운영 방식
안전 등교 프로그램은 가정과 학교의
파트너십입니다.
학부모께서는 자녀의 결석을 당일
07:45-08:00 사이에 초등부 사무실에
유선 (7300 - 4500 내선번호 8914/
(024) 7300 4502) 혹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예정된 결석의 경우,
미리 언지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매일오전 08:20까지 학급 선생님은
사무실에 출석 보고를 합니다.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결석은 ECC와 초등부
비서가 선생님과 확인하게 됩니다.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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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운전

도보로 등교하기

아이들 등하교길에 바래다 줄
때는 서로에 대한 인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본교에는 어리게는
만 3세 아이들이 있으므로 모두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를 탈 때는 교정
안팎에서 헬멧 착용이 필수입니다.

도보로 등하교 하는 학생은 정문을
통과하는 인도를 이용하거나 교정
남쪽에 위치한 (시푸차 D단지 근처로
교내 초등부 건물 옆) Gate 5를 이용해
주길 바랍니다.

주차
교내에는 별도의 주차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승용차는 B7동 앞 지정된 자리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천장이 있는
주차 구역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차량은
하노이 UNIS 교내로 진입하기 위해
잘 보이는 위치에 주차증을 부착해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운전 기사 및
가정부 포함)를 교정에 정차 하고 싶은
가정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주차 승인 신청서(Online Parking
Permit Application Form)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승용차로
등교하기
승용차로 등교시, 행정실 건물 앞으로
바로 가 아이들을 내려 주십시오.
커브에 주차 불가이며 주차가 필요시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갈 때 시동을 반드시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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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등교하기
오토바이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은
정문(Main gate)에서 내리고 타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유효한 학교
주차증 및 운전자/탑승자 모두 헬멧을
착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오토바이 택시 쎄옴(Xe ôm) 운전자는
교내 출입이 되지 않으며, 쎄옴으로
등학교 할 경우 교문 밖에서 탑승
시간과 위치를 미리 정해 두십시오.

자전거로
등교하기
자전거 등교생은 모두 Gate 5로
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전거용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문
(Main gate)으로는 자전거 출입이
통제됩니다. 모든 자전거 탑승자는
헬멧을 써야 하며 교내에서는 자전거
타는 것이 금지입니다.

월-화

수

06:00 – 08.15
15:00 – 20:45

06:00 – 08.15
14:00 – 20:45

목-금

토

06:00 – 08.15
15:00 – 20:45

07:30 – 18:30

일
Closed

버스로 등교하기
모든 버스는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정문 우측에 위치한 지정 정차
지역에서 아이들을 내리고 태웁니다.

등하교 변경 사항
알리기
자녀가 평소와 다르게 하교 하게 될
경우 담임 선생님, ES/ECC실 비서,
교통 질서 도우미(School transport
coordinator)에게 오전 11시 전까지
전화 혹은 서면으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수업이 있는
시간대에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등하교 방식에 대하여 학교측이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고
계획 된대로 하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버스
규정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아래 규정은
UNIS 버스 서비스 외 각 레지던스
셔틀 등으로 등하교 하는 학생에게도
적용됩니다.

•

차량 내에서 학교 규정 및
기대사항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기

•

차량 이동 중에 본인 좌석에 착석해
있기

•
•

팔과 손을 창문 밖으로 내밀지 않기
움직이는 차량에 타거나 내리지
않기

하노이 UNIS 셔틀
버스
본교 스쿨버스 서비스는 현지 업체와
외주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본
업체는 10석-30석 규모의 작고 모던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버스에는 안전 규칙의 준수 및
아이들이 정확한 지점에서 승하차
하는지 확인하는 버스 모니터 담당
(Bus monitor)이 배석합니다.
UNIS 스쿨버스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버스를 타야하는 학부형 혹은 학생의
친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리와
안전 문제로 학생들은 배정 받은
버스 이외의 차량을 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셔틀 버스 매니저
아래 알림 및 문의사항은 Transport
Service Manager인 Mr Lai에게 유선
(7300 4510) 혹은 휴대폰(091876
7755)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transportmanager@unishanoi.org)
주십시오.

•
•
•
•
•
•

따르기

•
•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보고
주소 변경 사항 보고
승하차 지점 변경 요청 문의
버스 모니터 담당 휴대폰 연락처
문의

차량 내 통로에 물건 두지 않기
차량이 완전 정차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기

•

차량 오작동 혹은 사고 시, 모니터
담당과 운전사의 지시에 따르면서
모니터의 승인 하에 다시 버스에
오르기 (차량에서 내렸을 때는

결석 알림
안전 부주의 사항 보고

모니터 담당과 운전사의 지시

도로에 서있지 않기)

•
•
•

차량 내 음식 및 음료 섭취 금지
지정된 정차 구역에서만 하차하기
안전벨트 항시 착용

위 규정 위반은 교감 선생님께 보고
및 버스 승차 일시적 금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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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및 결석
교무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결석생은
오전 9시 이전에 유선으로 확인드리게
됩니다.
장기 병가의 경우, 학부모께서 교무처
및 교장선생님께 알려주셔야 각
선생님께 내용이 전달됩니다. 전염성
질병을 앓은 후 등교하는 학생은
의사 혹은 의료적 권위가 있는 이에게
확인서를 받아 와야 합니다.
1박 여행, 당일 여행 등 학교 행사로
인한 수업 빠짐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출결 확인
출석은 학생의 기본입니다. 학급 내
프로젝트, 토론, 조모임, 발표, 평가
등은 본교의 질문 제기를 통한 교육의
필수 요소로서 학교 밖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장기간 결석은
배움의 진척과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이 결석 사유가 인정되는
공결입니다:

•
•
•
•
•
•

병결
치과 등 병원 진료
직계 가족의 위급한 건강 상태
상고결
종교 기념일
(행정실과 기 조율된) 응급 혹은
특수한 가족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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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든 결석의 경우, 결석 사유
확인 요청서를 교장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결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은 ‘확인됨: 미승인(Notified:
unapproved)’로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 수업 기간에 떠난 가족
여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출결
정보는 성적표에 기입되며 공식 학업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학부모 여러분께서 자녀의 개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료, 치과 진료 등을 수업 외
시간에 잡기

•

본국 방문, 휴가 등을 방학 중에
잡기

•
•

방학 이전에 떠나지 않기
개강 이전에 돌아오기

1학년도의 10% (18일) 이상을 빠지는
학생은 만성 결석생으로 분류됩니다.
결석 일수가 18일을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교장선생님과 가족 간 특별
면담을 잡아 아이의 학업 등 높은
결석률에 따른 이슈를 논하게 됩니다.
진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결석이 계속된다면 하노이
UNIS 재학 지속 여부가 검토됩니다.

결석 기간 동안
학업 과제
초등부는 예외적으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 별도 추가 학습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을
때,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키우도록
해주십시오. 장기 휴가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 엽서/표/사진 등을 활용한
일기를 작성하여 학급에 돌아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을 구축하기를
권합니다.

출장 등으로 인한
학부모 부재시
부부가 모두 하노이에 부재하게
될 시, 초등부 교장실 비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부재 기간 동안 자녀의
보조하 역할을 하게 될 지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체육 수업 출석 및
참석
모든 체육(Physical Education,
PE) 수업은 본교 커리큘럼의 필수
과목입니다. 학생이 수업에 완전하게
참석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담당
선생님과 면담해 주십시오. 학생과
선생님 간 건설적인 대화가 오가기를
독려합니다.
경미한 부상이 있을 경우, 학생은
제한적으로 체육 수업에 참여하거나
영향이 없는 다른 부위에 대한
운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상에
대한 통보는 학부형/보호자의 서면
알림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교사가 대체 운동 혹은 참여
프로그램을 짜줄 것입니다.
본교 수영장은 난방이 되며 28도-30
도 사이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수영은 체육 수업의 중요한 요소로서
전염성 질환 등 결석의 경우가 아닌
이상 면제 되지 않습니다.
의료적 조언에 의하면 가벼운 감기,
두통 등 경미한 증상으로 체육 수업
혹은 수영을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1
주일간 이상 어떠한 교내 활동이든
면제가 필요하다면, 해당 활동 사항에
대한 의사의 면제 소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아이들 생일 축하는 즐거운 일입니다.
아이의 생일을 맞아 학급에 무언가
가져 오신다면, 담임 선생님과
연락하시어 점심 시간 전이나 쉬는
시간 중에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케이크 등을 미리 잘라 오시고 냅킨,
수저, 그릇을 챙겨 주십시오. 개별
컵케이크가 때로는 가장 용이합니다.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 주십시오. 학급
전체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파티
초대장은 학교 밖에서 나누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답례품 가방을 보내는
것도 정중히 사절합니다.

자녀의 의료적 컨디션 및 체육 수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School Health
Centre로 이메일(shc@unishanoi.org)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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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 섭취 가이드라인
간식 시간
1학년-5학년 간식 시간은 오전 10:05
부터 입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이
캔틴으로 가지 않으므로 집에서
건강한 간식을 싸주세요. 제철
과일, 채소, 빵, 치즈, 비스킷류 등을
일회용이 아닌 도시락통에 넣어
주십시오.
오후 쉬는시간인 13:30 - 13:45
사이에는, 학생들이 추가 간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CC에 해당하는
디스커버리-K2 학생들에게는 캔틴
식사에 오후간식이 포함됩니다.

점심 시간
ECC 학생은 담임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 감독 하에 교실에서 식사를
합니다. 1-5학년은 캔틴에서 당직
교사의 감독 하에 식사합니다. 1-5
학년 학생들은 캔틴에서 식사가 구매
가능하며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도
됩니다.

캔틴
캔틴은 초등부/중고등부에 맞추어
매일 아시안, 서양식, 채식 옵션의
세트 메뉴(메인 음식, 채소 반찬, 과일,
음료, 디저트)를 제공합니다.
캔틴에서 현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학생과 학부형에게
지급된 스마트 캠퍼스 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학생의 캠퍼스 카드는 교내 혹은
온라인으로 충전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캔틴의 두 충전기 혹은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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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Business Office에서 충전
가능합니다.

•

Campus ID Card Online(http://
campusonline.unishanoi.org)에
로그인하여 충전 가능합니다.

•

각 가정은 부모가 관리하는 단일
계정을 부여 받습니다. 각 가족 카드
별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구매
내역이 확인됩니다. 언제든 카드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

분실 카드 재발급 비용은 220,000
동 입니다.

주간 메뉴는 학교 홈페이지
Community Life/Canteen 게시판
(www.unishanoi.org/lunch)에
게재됩니다.
디스커버리와 K1 점심 식사는
학교에서 무상 제공합니다. 버려지는
음식을 줄이기 위해 첫 쿼터에 ECC
비서에게 (급식인지 도시락인지)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을
먹는 K2 학생의 식사는 교실로
배달됩니다. 아이들은 아시안 혹은
서양식 세트 메뉴 중에 먹게 됩니다.
급식을 선택한 K2 학부형은 결제를
위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급식이 쿼터 단위로 주문이 되므로 K2
아이들은 점심을 쿠폰으로 구매하지
않고 급식을 받을 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2학년-12학년 학생은 캔틴의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이에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도시락을 냉장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스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상할
위험이 없는 음식을 준비해주기를
바랍니다.

초등학생은 Deli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빵과 아이스크림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간식 시간에 캔틴에 다녀 올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음식은 수업
시작 전이나 방과 후에 어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스로
하교하는 학생은 여유 시간이 짧고
함께 할 어른이 없으므로 캔틴에서
간식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분실물 센터
시간을 내어 아이의 소지품에 모두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아이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초등부
사무실에 연락 주시어 ES/ECC/PE
사무실 밖 분실물함 확인을 요청해
주세요.
주인 이름이 안 적혀 있고 아무도 찾아
가지 않은 물건은 매 학년 말에 자선
단체에 기증됩니다.

책임있는 배움 커뮤니티
7대 원칙
1. 사회적 커리큘럼은 학업을 위한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2.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가는
무엇을 배우는가만큼 중요합니다.
과정과 내용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3. 인지 능력의 가장 큰
성장은 타인과 교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4. 아이들이 학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교 및 자기조절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5. 학급 학생을 개인적으로,

하노이 UNIS 강령에 따라, 본교는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정이
넘치고 안전한 면학 환경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전 교직원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친절하게 존중하며, 존엄을 지키는
방향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노이 UNIS
학생들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지며,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이해합니다.
정의를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원칙
(Restorative Justice)에 따라 적극적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과거 잘못을
계속 상기하기보다, 향후 더 나은 행동
양식을 배우도록 합니다.
부적절한 행동의 교정은 어려운
일이며 모두의 시간, 인내, 창의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효과적 지도 환경
조성 및 유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건전한 태도 및
자기 조절은 다음에 기인 합니다.

1. 긍정적 인간 관계
2. 명확하고 일관적인 기대치 수립
및 유지

3. 건전한 행동 양식 독려
4.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논리 있는
처벌

5. 하노이 UNIS는 반응적 교실
(Responsive Classroom)
접근법의 교육 연구가 자료(www.
responsiveclassroom.org)를
토대로 한 다음 7대 원칙에 따라
각 선생님이 대응이 빠른 교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문화적으로, 발달 단계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가르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인정은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 부여가
됩니다.

6. 학급 아이들의 가정에 대해 알고
그 가족원들과 보조를 맞추는
일은 해당 아이 교육에 필수
요소입니다.

7. 학교에서 어른들의 협업은
각 개인의 역량만큼이나
핵심적입니다. 지속될 수 있는
변화는 어른들의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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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성찰: 자신의 배움, 행동,
장단점에 대한 깊은 사고를 통해
보다 발전합니다.

적절한 행동이란?
긍정적 역할 모델 되기, 힘이 되는
칭찬 하기, 당당한 스포츠 정신
발휘하기, 학우 돕기, 상대에 대해
따뜻한 마음 갖기, 긍정적으로 분쟁
해결하기, 뛰어난 학업 성취하기,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쉬운 길을
택할 때 나서서 행동하기(Being an
‘upstander’) 등

IB 학습자
프로필의 특성
개발
본교의 태도 관리에 대한 접근법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IB 학습자의
특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지식 습득: 문제 해결 및 갈등 해소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본인의 행동
및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

배울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타인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좋은 변화를

사고력으로 복잡한 문제를
의사 결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일구기 위해 행동합니다.

•

책무를 지키기 위해 씩씩하게

소통 능력: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와 열린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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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신: 용감하며 의사 표시를
또박또박할 수 있고 서로의 권리와

합니다.

•

배려심: 우리는 상대에 대하여
공감하고 배려하며 존중합니다.

사고 강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접근합니다.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방적 사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추구하며, 경험으로부터

전략을 갖추도록 합니다.

•

바른 원칙: 공정성, 정의, 각
개인/그룹/커뮤니티의 존엄에

탐구 역량: 독립적으로 사회적/
학업적 배움을 영위해 나갑니다.

•

효과적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서서 행동 할 수 있습니다.

•

균형감: 자신과 타인의 지덕체
발전을 추구합니다.

니즈에 적기 대응하는 UNIS

하노이 UNIS의
학생 생활 지도
본교 학생 생활 지도는 다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

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능동적이고 반응적인 문화

•

전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
단계적 처벌 목록을 학생, 교직원,
학부형이 인지하도록 함

•

본교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안
접근으로 일관성 확보

•
•

모든 관련 조치에 학생 의견 수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 계획

•

해당 학생과 소통, 공감, 협력을
바탕으로 한 1:1 목적지향적 해법

태도 문제를 해당 학생 개인과
구분지어 접근

•
•

•

찾기 대화

•
•

복원형 질문을 이용한 대화
칭찬 및 인정 등 내재적 보상을 말과
몸짓 언어로 전달

태도 관련 사안은 발생 시점에
어른이 해결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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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책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응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

하노이 UNIS는 안전하고 따뜻하며
밝은 면학 환경을 위해 발달
단계적으로 적합한 논리적 처벌의
사용을 승인하는 바입니다.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상황을 야기하는
행동은 그 수위에 따라 규정된 처벌과
절차가 뒤따를 것입니다.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접근법
(Restorative Approach)은 본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선을 분명히 하면서, 지원적 시스템
속에서 각 개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대화법입니다. 이는 모든 경우에
누군가를 탓하기 보다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는 철학입니다.
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접근법에 따라
공식 혹은 비공식 면담에서 주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천 방식
문제 행동의 심각성 및 빈도에 따라 담임

R

모든 경우에 대응할 것

선생님, 교감선생님, 상담 선생님, 부모님께

E

사건에 대한 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질문

사건 보고
모든 당사자가 자기 입장을 대변할 기회
제공. 어른이 다음 질문을 제기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무슨 생각이었나?
학생의 행동으로 누가 기분이 상했을 것 같은가? 어떻게 느꼈겠는가?
S

상호간 관점 공유

벌어진 일로 학생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어느 측면에서 그런가?
일을 바로잡기 위해 학생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일을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달리 행동 할 수 있을까?
정의회복형 토론 및 중재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상황을 되돌려 놓는 방법에
대해 의견 수렴

T

갈등 전환하기

O

후속 면담 일정 잡기

1주일 내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지속

R

사건 기록하기

사고 경위서 기록
만약 부적절한 행동이 지속될 경우, 학부모

E

평가하기

면담을 준비하고 필요시 외부 지원 활용.
그래도 행동이 교정되지 않을 시, 하노이
UNIS 재학 지속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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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태도 관리 절차
2단계
다소 더 심각한 행동이거나 1단계
행위가 지속될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2단계 행위에 대한 논리적
댓가는 담임 선생님과 협의하에
교무처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베라크로스(Veracross)
데이터베이스에 기입되며, 학부모는
교장 혹은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2단계 행위 사례

1단계
1단계 행동은 대개 선생님 선에서
다루어집니다. 주로 시발이 되는
행위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1단계 행위 사례

•
•
•
•
•
•
•
•
•
•

•
•
•
•

1차 복장 규정 위반
무례함
욕설
수업 과제 태만
쓰레기 투기
밀치기 혹은 발걸기
낮은 수위 놀리기
지속적 지각

적절하지 않은 복장 및 장신구
수업 시간 내 이메일 사용
수업 시간 내 문자 하기, 페이스북
등 SNS 사용

•

스포츠 경기 규정 위배
수업 방해

학업 계획 미달

수업 시간 내 내용과 무관한
웹사이트 접속

•
•

수업 시간 내 게임 하기 등

•
•
•
•
•
•
•
•
•
•

1단계 행위의 반복
학업적 부정
지속적 복장 규정 위반
호전적 혹은 지속적 놀리기
반복적 밀치기/발걸기
물건 훔치기
불쾌한 이메일 보내기
거짓말 하기
간적접 따돌림
프로그램/게임 다운받기 (USB로
게임 공유하기 포함)

•

채팅 등으로 원하지 않거나
모욕적인 메시지 보내기

껌 씹기

1단계 징계 사례
해당 학생은 가이드라인을 다시
숙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교정하게
됩니다. 지속되는 부적절한 태도(
교실, 교정, 방과 후 포함)에 대해서는
타임아웃(Time out) 혹은 반성시간
(Thinking Time)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의회복형 질문이 주어집니다.

2단계 징계 사례

•
•

학생 특권 및 활동 제한
빠진 과제 등을 점심 시간, 방과 후
혹은 집에서 따라잡기

•
•
•
•

개별 상담
중재 세션 참여
학부형 면담 및 관여
개별 태도 개선 계획서 및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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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학교 통신 시스템 (이메일,

3단계 행위 사례

3단계 징계 사례

개별 태도 개선 표 및 알림장 활용)

•
•
•
•
•
•
•
•
•
•
•
•
•
•
•
•

•

3단계
•

하노이 UNIS 학생 생활 기대에
대한 심각한 위반 혹은 2단계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이 반복되는
경우가 3단계입니다.

•

베라크로스(Veracross)의 학생
생활 기록부에 해당 사건이
기록되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담임 교사와 목격
교사와 협의를 통해 관련 학생에
대한 합리적 대가를 결정합니다.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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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행위의 반복
고의적 교정 훼손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
선생님에 대한 노골적 반항
반복적 반항
물건 훔치기
공공 기물 파손
흡연
몸싸움
마약/주류 반입 및 이용
신체적 혹은 언어적 공격
따돌림 (물리적, 언어적)
악의적인 온라인 따돌림
신분 도용
해킹
선동

개별 상담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대한 꾸준한 지도)

•
•
•

중재 세션 참여
교사, 학생, 학부모간 3자 면담
상담사와 개별 태도 개선 계획서 및
표 작성

•

가정-학교 통신 시스템 (이메일,
개별 태도 개선 표 및 알림장 활용)

•
•
•
•
•
•

생활 태도 개선 동의서 작성
학교 기반 공동체 봉사 활동
파손 기물 교체 혹은 수선
학생 특권 및 활동 제한
내부적 혹은 외부적 정학
퇴학 절차를 위한 이사장 소관으로
이관

학교 폭력 예방
정책
학교 폭력(Harassment)이란 상대가
주눅 들도록 겁박하거나 정상적
학교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태도 및 상대
학생의 정서 혹은 학업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효과나 의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노이 UNIS 공동체 일원으로서
서로에 대한 친절, 존중,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관용, 존중, 긍정적 사회성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교 폭력(Harassment)에
관한 민원은 공식/비공식, 구두/서면
관계 없이 모두 조사하며, 본 방침을
위반한 이는 그 누구든 징계 포함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따돌림 방지
가이드라인
UNIS Hanoi는 학교 폭력
(Harassment), 위협(Intimidation),
희생자 만들기(Victimization) 등
어떠한 형태의 따돌림이든 발생하지
않는 안전하고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존재하는 면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교는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접근합니다. 즉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모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행동은 서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돌림에 해당하는 사안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절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예방적 교육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따돌림의 정의
따돌림이란 아이들 사이에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여겨져
발생하는 고의적인 직간접적 적대
행위를 가리킵니다. 시일을 두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들입니다.
또 상대 학생 혹은 여러명을 해치거나
위협하거나 겁이 나게 하는 제반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돌림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온라인상,
언어적 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하노이 UNIS의 일원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일 시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돌림은 개인의
안전하다고 느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돌림의 종류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1. 직접 신체적 따돌림: 때리기,
발걸기, 밀치기, 금품 갈취,
손가락 욕설

2. 직접 언어적 따돌림: 원치 않는
별명 부르기, 욕설, 인종차별적
언행, 주눅들게 하기, 언어 폭행,
조롱, 협박

3. 간접적 따돌림: 파악하기 더
어려운 경우로서 흔히 피해
학생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피해자의 평판을
해치고 수치심을 줄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거짓말, 소문
퍼뜨리기, 창피를 주는 심술궂은
장난, 따라하기, 집단 따돌림 주동
및 이메일, 휴대폰, 사진, 채팅방
등을 통한 온라인 상의 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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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소통
공인 시험
프로그램
(Standardised
Testing
Programme)

아이의 성취와 진척 사항은 한
학년도 동안 각 가정에 다양한 형태로
소통됩니다.

학부모 면담/
생활통지표 일정

필요한 부분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각 담임 선생님은 이
자리를 활용하여 학부형의 질문에
답하고 아이의 발달 내용을 알리며
우려되는 부분을 소통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 정립을
지원합니다.

10월: 학부모 면담(Parent-Teacher
Conference)

학생 주도형 면담

2월: 1학기 생활통지표

이 면담은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참여합니다. 학생은 본인의 학업 과제
및 발달 사항을 부모님께 설명 드리게
됩니다. 선생님의 지원과 지도편달
하에 학생은 부모에게 보여드리고
논의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합니다.
학부모는 학생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 지
알게 됩니다.

2월: 학부모 면담(Parent-Teacher
Conference)
4월: 학생 주도형 면담
6월: 2학기 생활통지표

학부모 면담
이는 학부형에게 자녀의 강점에 대한
진척 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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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학년생은 International School
Assessment (ISA) 시험을 칩니다.
이 시험은 Australian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ACER)를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타 국제학교와 각 부분에 대한
비교 평가가 가능합니다. 본 시험
과목은 독해(Reading Literacy), 수학
(Math Literacy), 논술(Writing)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각 국제학교와 포괄적
논의의 결과 추려 진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 평가 결과를 통해 본교는
교육 전문가로서 커리큘럼과 교육학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시험은 대개 매년 10
월에 칩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Measures
of Academic
Performance MAP)
3,4,5학년 학생은 매년 영어와 수학에
대한 고유의 전산 평가 시험을 치게
됩니다.

기타 학업 성취 지원 서비스
대상 수업 혹은 개별 교직원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상담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정서적, 태도적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평가

•
•

개별 혹은 소규모 그룹 상담
학생 지원 프로그램 (학부형 간담회,
전학과 적응 세션) 개발 및 진행

•
•

학부형과 선생님 면담
전체 학급에게 PSEL 수업 진행

심리학 상담

본교는 학생들에게 카운슬링, 학업
지원, 언어 치료 및 지원, 심리학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괄하는 학생지원팀(Student
Success Team)의 목표는 학생의
학업적 사회적 성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관찰한 바, 교육학적 판단,
여러 교육학적 데이터, 현재/기존 학업
성취, 시험 등 평가 자료, 관련 의료
전문가의 소견 등에 따라 지원 필요
여부가 가늠 될 수 있습니다.

보충 학습
본 프로그램 선생님들은 학생, 담임
선생님, 학부형과 긴밀한 공조 하에
본교 커리큘럼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별도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도
하고 있습니다. 개별 학생, 소규모
조모임, 학급 모임, 초등부 선생님

등과 함께 교실에서 이행될 수 있는
개입 전략을 제공하게 됩니다.

본교는 전문 심리학자가 상주하고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의 니즈를
최선으로 맞출 수 있을 지 알아보는
여러 교육학/심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심리학자 면담은 학생
이첩이 접수되면 진행됩니다.

언어 치료
언어 치료사(Speech and Language
Therapist)는 발음, 언어, 유창성,
목소리 등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도합니다. 언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을 받은 학생은
개별 지도 혹은 소규모 그룹 지도를
받게 됩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도 담임 선생님과 학부형에게
제공됩니다.

전문 상담 받기
초등부 상담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과
정서의 발달을 위해 학생, 학부형,
선생님을 지원합니다. 상담 교사는
개별 학생, 가족, 조모임, 학급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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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겪는 전학, 이사, 변화

아이의 일상에서 교실 변경, 친구와
결별, 전학, 새로운 부임지로 가족의
이사 등 모든 종류의 변화는 아주
도전적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변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은 아이에 따라
다릅니다. 변화에 대한 반응 및
정서적 적응 기간의 각 단계를 아이가
어떻게 지나 가느냐는 아이마다 크게
상이하며 흔히 아이의 성격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어려운
변화는 많은 경우 친구를 떠나거나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그 관계의
끈끈함이 아이가 겪게 될 아픔을
예측하는 척도가 되는데요. 아이가
다가올 변화를 거부한다면, 아이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일상에 계속
집착하구요. 반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 의심, 두려움 등을 경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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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고

늘 불평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전학생 지원 방안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노이 UNIS 전출생

•

환송회를 위해 전출생을 각
학급에서 모으게 됩니다. 이를

하노이 UNIS 전입생

•

프로세스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할

학생은 상담 선생님과 전학생

수 있도록 합니다.

됩니다.

•

하노이 UNIS의 모든 전출생을 위해
친구들과 주간 조회 시간, 학급 내,

상담 선생님이 모든 전학생의

학기말에 전학생 환송회 등에서

얼굴을 익히도록 하여 아이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입장에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몇

마련됩니다.

주 동안 친절한 어른 상대가 있도록
합니다.

•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옮기는

신학기 초에 전학 오는 모든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참여하게

•

상담 선생님은 별도의 소규모

•

하노이 UNIS를 떠나는 모든
학생에게 작별 선물로 본교

상담 선생님은 별도의 소규모

티셔츠가 제공되는데, 아이들이

환영회를 위해 전학생을 각

특별한 메시지를 티셔츠에 남겨

학급에서 모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주고는 합니다.

•

학부모의 역할
아이가 변화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면 변화의 필요를
증거로 제시해 주십시오.

•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모든 세부
사항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

변화의 긍정적 측면을 계속 상기해
주십시오.

•

변화의 과정에 부모로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방해가 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

적극성을 . 만약 아이가
사교적이라면, 스카이프/이메일 등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며 지낼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 주십시오.

•

아이의 질문과 고민거리에 귀를
길어여 주십시오.

•

때로는 변화를 받아 들이기 위해
단기성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화의 다양한 면을 아이와 함께
탐구하십시오. 예로, 어떤 활동이
가능한지 함께 고민하십시오.

•
•

전학 가는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새 학교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

자녀의 새 방은 어떻게 꾸밀까요?
이사 단계에서 아이에게 일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십시오.

•

다음 변화를 위해 이번 변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 함께
고민해주십시오.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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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외 활동

하노이 UNIS는 정규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교과외
활동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과외 프로그램에는 공연/
시각 예술, 스포츠 경기, 방과후 활동,
각종 동아리 등이 포함됩니다.
교과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갖게
되는 추가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교과외 활동 참여는 학생의 일상적
학업에 대한 면제가 아닙니다. 특정
교과외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완수해야 하며, 수강 취소는 부모님과
교과외활동실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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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UNIS는 교과외활동 참여를
학업 및 태도 문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교과외활동 프로그램 세부 정보는
www.unishanoi.org/co-curricular
의 교과외활동 핸드북을 참조해
주십시오.

수학여행
특별활동은 하노이 UNIS 학교 생활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수학여행의
경우 베트남 문화를 탐험하고 각
학급의 UoI 관련 활동을 심화하기
위해 계획됩니다. 학교 주관 수학
여행에 참여하는 학생은 학부형 혹은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규 수업 시간 내
진행되는 소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에 앞서 각 가정에 알림이 갑니다.

5학년 캠프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은 하노이
밖으로 캠프를 떠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3일 간의 여행은 9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활 태도에
문제를 지적 받은 적이 있었던
학생은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캠프 참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회
초등부 학생회는 1학년-5학년 각
학급의 학생 임원들이 학교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입니다.
학생회의 두번째 목적은 커뮤니티
행사 및 Assembly 지원을 통해 활기찬
면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회는 저학년(1, 2학년)
과 고학년(3,4,5학년)으로 나뉩니다.
누구나 학생회에 선출될 수 있으며
각 학급에서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의원 2명이 해당 학년도 동안
학생회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초등부 학부모 & 학생

41

학부모 가이드라인
보호자 정책
모든 학생의 가정에는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상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 혹은 보호자가 하노이에서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대리 보호자를
지명하고, 떠나기 전에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 부모와 보호자는 이 같은 생활의
변화가 있기 전에 학교측과 직접 만나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은 반드시 지명 보호자와
생활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아이의 교육, 건강, 보살핌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부모가
요청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의 학업에 관한 학교측과 면담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보호자는
부모를 대신하여 모든 문서에 서명을
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구두로
동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보호자는 아이의 에너지가
배움에 집중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보호자에게 발송한 모든
아이 관련 알림 사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이의 부모에게 소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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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교내 소식지 Tin Tuc
진급처(Advancement Office)은
매주 금요일에 교내 소식지 Tin Tuc
을 구성하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
(소식지 형태 혹은 온라인 스콜
방식으로) 배포합니다. Tin Tuc이란
베트남어로 ‘정보’ 혹은 ‘소식’이란
뜻으로 학교 행정실, 이사회, SCO
등의 메시지 및 향후 교내 일정/행사/
운동 대회와 신규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싣습니다. Tin Tuc은 UNIS
홈페이지(www.unishanoi.org/tintuc)
에서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Tin Tuc 메일 소식지
매주 목요일, 학부무의 메일함에
맞춤 뉴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
뉴스레터는 자녀의 학급 및 학년과
관련이있는 뉴스를 제공합니다.
초등 학교의 이벤트의 최신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이메일
정보의 적기 취득을 위해 최신 이메일
주소를 학교측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다면 admissions@
unishanoi.org로 이메일 주시거나 학생
관리 시스템 Veracross을 업데이트
해주십시오.

커피모닝 - 정보 제공, 학부모
워크샵, 편안한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 포럼, 간담회, School
Community Organisation 회의

하노이 UNIS 학년도 달력을 참조해
주십시오.

담임 선생님과
소통하기

홈페이지
본교 홈페이지는 행정 절차, 교직원
경력 사항, 일반 정보 등 외부에 우리
학교와 하노이 생활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행사와 교내 소식지 Tin Tuc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UNIS 앨범(Yearbook)
6월에 제작되는 학교앨범(Yearbook)
를 통해 한 해를 시각적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학교앨범은 디스커버리에서
12학년까지 전교생을 위한 것이며
매년 학생 당 1권씩 무상 배포됩니다.

학부모 면담
학부모를 위한 면담과 간담회는 연중
다양하게 열립니다.

•
•

“이사장과 조찬”
초등부 Leadership Team과 월간

학부모는 정규 수업 시작 전과 후에
교실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허나
담임 선생님의 시간 할애가 몇 분
이상 되어야 한다면, 이메일 혹은
아이 편에 쪽지를 보내 별도로
약속을 잡아 주십시오. 수업 시간
중에 담임 선생님과 연락이 닿아야
한다면 초등부 비서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긴급한 사항이라면 바로
초등부 비서와 직접 통화하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혹은 임시 회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한 위계 절차
학부모
담임 선생님/과목 담당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사장
이사회

학부모 민원 사항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문제 및 학교 운영 관련 보다
일반적 이슈는 교감 선생님과
별도로 논의 될 수 있습니다. 초등부
교감선생님 비서를 통해 면담을
잡으십시오. 그래도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초등부 교장 선생님과 면담
하시고, 그 다음 단계가 이사장입니다.
학교 정책의 변경 및 이사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고 요청은
이사회에 상정 가능합니다. 이사회와
소통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하노이
UNIS 이사회 의장 앞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학교 정책 관련 의사결정은
이사회 멤버 단독으로 불가하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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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원 봉사자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바입니다. 자녀의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메일(CLO@unishanoi.org)
주십시오.

학년 대표 학부모 (Grade level
parent)

학부모 참여
학교커뮤니티조직 (SCO)
하노이 UNIS 학교커뮤니티조직은
본교의 모든 학부모와 교사진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자녀가 하노이 UNIS에 입학함으로써
학부모는 자동적으로 SCO 회원이
됩니다. SCO의 주 목적은 하노이
UNIS의 교육 환경을 제고하고 배움의
기회를 넓히는 데 있습니다. SCO
는 교내 프로그램, 행사 주관, 지원
및 소통 네트워크 구축, 교내 발전 및
학교측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SCO
활동 자금 모금 등에 자원 봉사자를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 부문:

학년 대표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
학부모, 학생 간 (특히 전학생 가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지원(liaison)
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년 대표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보조하여
SCO와의 소통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6월에 각 학급 구성원이 공개되면 학년
대표 역할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매년 첫 SCO 회의에서나
SCO@unishanoi.org로 이메일
지원도 가능합니다. 역할은 다음 등을
포함합니다.

•

•

•

SCO 회의 참석 (구체적 일정은
본교 달력 참조)

만나 해당 년도 지원 방안에 대해

환영위원회, 봄축제위원회,

간단하게 논의하기

북세일위원회 등 각 위원회

•
•
•

문화 교류 행사 조직
운동 경기, 소풍, 공연 등 기타 교내
북세일(Book Sale) 주관 및 후원
유엔의 날 기념식 주관 및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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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기

•
•

SCO Socials 등 조직하기
통번역 지원하기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www.

초등부 행사와 활동 홍보 지원하기
초등부 Leadership Team과의 월간
정보 미팅 및 커피 모닝 참석하기

•

주요 학교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주요 학부모 정보를
초등부 Leadership Team과 SCO

간식세일(Snack Sales) 주관
도서관 봉사활동

전학생 가족에게 이메일, 전화,
환영회 커피모닝을 통해 자신을

Class Parent 되기

unishanoi.org/sco)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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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모금 담당

행사 지원

•
•
•
•
•
•
•
•

Grade Level 팀 담당 선생님과

에게 전달하기

•

각 학년 오리엔테이션 및 정보 미팅
참석하기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of Hanoi
G9 Ciputra, Tay Ho, Hanoi, Vietnam
Telephone: +84 24 7300 4500 Fax: +84 24 3758 1542 Email: info@unishanoi.org
www.unishanoi.org

초등부 학부모 &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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