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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하신 분들께,
이번 주 고문단 회의에 의하면, 뉴스레터에
필요한 것은 학교 발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2015/2016 학교 발전 계획과 국가 커리큘럼
등급제로부터 http://goo.gl/M9iWZy 학습
평가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 볼까 합니다. 석
달 간 학교 경영진이 교사진, 학생, 학부모에
관해 검토해 본 결과, 이제는 매년에 있을
개선 사항에 관해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만한
위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학습을 위한 평가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만 하겠지요.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수준평가는 연습을 이끌어 냅니다. 수준
평가는 다음과 항목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 학생이 학습한 것에 대해 분명하고,
측정이 가능하며,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수립하는 것
- 학생들이 그러한 결과를 성취해 낼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것
- 학생의 학습이 얼마나 우리의 결과/
기대치와 맞아 떨어지는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하여 결정하는 것
- 학생의 학습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
결과를 활용하는 것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시험을 치르는 알려 주지는 못 합니다:
것은 학생이 학습한 결과를 통해 성취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1. 비판적인 사고력
것입니다.
2. 문제 해결 능력
3. (구두/문자/청취)소통 능력
형성평가는 수준평가와는 다릅니다. 형성 4. 사회성
평가는 수준평가의 정보를 활용하여 5. 감정적 경영 능력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급이라는 것이 수준평가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1. 학생들이 잔시을 위해 세웠던 학습 “등급은 시험의 청사진과 지시문을 통해
목표를 성취하였는지
학생이 학습했다는 주요 학습 목적과
2. 우리의 교습/학습 전략이 상대적으로 진정으로 연관되고, 명백하게 기술되고,
지니는 강점과 약점
일관된
기준이라는 (시험,
보고서,
3. 목표와 교습/학습 전략에 어떠한 프로젝트 등) 직접적인 증거에 기반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지
있다면, 그들의 학습에 관한 증거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Suskie,
수준평가에서 등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2004)
등급이란 종종 학생들이 배운 것에 대해
시험, 과제, 발표 등으로 측정되는 것 그 학생들에게 있어 수준평가의 유익함은
이상입니다. 등급은 학생들의 노력, 태도, 무엇이 있을까요?
행동 또는 참여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등급은 지각이나 결석 또는 과제물 - 분명하게 규명된 학습 결과는 학생들이
제출 지연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요. 그들의 시간과 열정에 초점을 맞출 수
이러한 것들은 모 두 학급을 관리하는 있도록 도와 줍니다.
도구이지만 학생들이 배운 것에 대한 - 등급이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되지요.
등급이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 피드백은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보여 줍니다 – 배움의 결과에 대한 과정을 파악하도록 도와 줍니다.
정의 내리듯이 말이지요.
- 수준평가의 정보는 배운 것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등급 기준은 종종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시험이 배운 내용과 이 글을 쓰고 잇는 지금 저는 우리의 전천후
사고의 수준 그리고 수업에 배운 능력과 운동장이 공식적으로 개장되었다는 기쁜
명백히 일치하는 것일까요? 시험 문제는 소식을 전합니다.
배운 것을 정확하게 반영할 정도로
충분히 엄밀하고 일관적일까요? 같은
과목을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A
또는 B 라는 기준에 부합할까요? 교사가
매긴 기준이 정확한지 또는 “이건 내
기준에 B 같다”라며 모호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등급을 통해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없습니다. 유기
화학에서 “B”를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해당 학생이 다량의 정보를 배웠다는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것을 말하지만, 그 학생이 완전하게
통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노릇인
교장
것입니다.
Wayne Billington
배상

등급은 다음과 같은 큰 배움을 명백하게
CONTACT DETAILS: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Wrocław
al. Akacjowa 10-12, 53-134 Wrocław, Poland
School office tel: +48 71 796 68 61 fax: +48 71 796 68 62
email: wroclaw@bisc.krakow.pl , head@bisc.wroclaw.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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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INTERNATIONAL SCHOOL WROCŁAW -- 학사일정
2015 년 12 월 / 2016 년 1 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1

Sunday

12

13

19

20

25

26

27

1

2

3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Secondary School
Assembly
10.30a.m.

14
Primary Morning
Briefing
8.15a.m.
Foundation
Christmas Concert
Fundation Unit
2.30p.m.

21
Christmas break
28
Christmas break

15
Secondary Morning
Briefing
8.15a.m.
Library

16
Foundation Round
Table
8.30a.m.
dining room

Primary Christmas
Concert – Y1-Y3
1.30p.m.
Centre for Culture
at Powstańców
Śląskich 190
22
Christmas break

Primary Christmas
Concert – Y4-Y6
1.30p.m.
Centre for Culture
at Powstańców
Śląskich 190
23
Christmas break

Christmas break

29
Christmas break

30
Christmas break

Christmas break

Secondary School
Charity Concert at
the Social Care
Centre
11.30a.m.
18
Whole school
assembly
8.35 a.m.

17

Half Day
School closes at
12.05
12.30p.m. Staff party

24
Christmas break
School closed
31
School closed

공지사항
1. 한국인 코디네이터 (Mr. Lee) 상담 시간
월 8:00-8:30 / 10:10–10:30 / 11:20-13:40
화 8:00-8:30 / 10:10–10:30 / 11:20-13:50
수 8:00-8:30 / 10:10–13:50
목 8:00-8:30 / 10:10–12:10 /15:00-15:30
금 13:20-15:30

복지 사업 그리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들과 만나 장애인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도전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부 연락처

학교 주변에 주차하실
때에는 주의하세요.
가정집의 출입구,
또는 차도를 막으면
안됩니다.

횡단보도에도
주차하지
마세요!

Hae Sung Lee - haesung.lee@bisc.wroclaw.pl
Hye Seung Lee - hyeseung.lee@bisc.wroclaw.pl

2. 목요일 10:00-12:05 에 큰 건물 68 번
방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BISC 교복 이름표에 자녀의 이름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운동장에서 옷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름표가 있으면 누구의
옷인지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요.
4. 사회 복지 센터에서의 자선 공연
12 월 11 일 (금) 오전 11:30 ‘우정의 집’ 재단
금요일에 중고등부는 브로츠와프의 Psie Pole
지구에 위치한 „Przyjazny Dom” (우정의 집)
재단을 방문하여 그곳 주민들에게 우리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이 재단은 지적 장애를 지닌 성인들에게 주거와

VISIT OUR WEBSITE AT: www.bisc.wroclaw.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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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INTERNATIONAL SCHOOL WROCŁAW

과외활동 2015/2016
ECA

TEACHER

AGE GROUP

WHERE

WHEN

English for Parents : )
Intermediate group

Ewa Gołąbek

Parents : )

S2 room
big villa

Mondays
2.00p.m. – 3.25p.m.

Short animated movie Club

Sławomir Czerwioski

Secondary

S3 room
big villa

Tuesdays
1.00p.m. – 1.40p.m.

Polish for Parents : )
Intermediate group

Hanna Savel

Parents : )

S3 room
big villa

Tuesdays
1.50p.m. – 3.25p.m.

English language support

Joanna Schier

Primary

Year 6 Jaguars room
small villa

Tuesdays
3.35p.m. – 4.15p.m.

Primary Orchestra

Maciej Posłuszny

Y4 – Y6

G11 room
big villa

Tuesdays
3.35p.m. – 4.15p.m.

Discussion Club

Jennifer Jones

Y2 – Y3

Year 3 Foxes room
small villa

Tuesdays
3.35p.m. – 4.15p.m.

Polish for Beginners

Anna Łoboziak

Y1-Y2

Year 2 Butterflies room
Small villa

Tuesdays
3.45p.m. – 4.45p.m.

Dębowa Gym
Dębowa 9b

Tuesdays
3.35p.m. – 4.45p.m.

Kendo Club
Basketball Club
(Boys and Girls)

Takaharu Uesugi

Y1 upwards

Marcin Kwasiuk

Y6 – Y13

SSP72
ul. Trwała 17-19

Tuesdays
4.00p.m. - 5.20p.m.

Marcin Kwasiuk

Y1 upwards
Intermediate &
Advanced

SSP72
ul. Trwała 17-19

Tuesdays
5.20p.m. – 6.05p.m.

Maths Club

Anna Witaoska

Primary

Year 4 Shoebills room
small villa

Wednesdays
3.35p.m. – 4.15p.m.

Homework Club

Alexandra Turner

Primary

Year 3 Otters room
small villa

Wednesdays
3.35p.m. – 4.15p.m.

Polish for Parents : )
Beginners

Hanna Savel

Parents : )

S1 room
big villa

Wednesdays
1.50p.m. – 3.25p.m.
Wednesdays
4.00p.m. – 5.30p.m.

Swimming

Football Club

Marcin Kwasiuk

Y1 – Y9

SSP72
ul. Trwała 17-19
(all weather Sport’s pitch
outside of the school)

Chess Club

Alex Sitkowiecki and
Bogdan Piątkowski

Secondary

S1 room
big villa

Thursdays
1.15p.m. – 1.35p.m.

SingStar Club

Jakub Stefaniszyn

Secondary

G6 room
big villa

Thursdays
1.15p.m. – 1.40p.m.

English for Parents : )
Pre Intermediate

Iwona Sokołowska

Parents : )

G10 room
big villa

Thursdays
2.00p.m. – 3.25p.m.

Justyna Połośka

Secondary

F3 room
big villa

Thursdays
3.40p.m. – 4.25p.m.

Justyna Zając

Secondary

F2 room
big villa

Thursdays
3.40p.m. – 4.25p.m.

Swimming

Karolina Kałużka

Y1 upwards
Beginners

SSP72
ul. Trwała 17-19

Thursdays
5.20p.m. – 6.05p.m.

Musical Performance Club

Jakub Stefaniszyn

Secondary

Marcin Kwasiuk

Y1- Y5

G11 room
big villa
SSP72
ul. Trwała 17-19

Fridays
3.30p.m. – 4.40p.m.
Fridays
4.00p.m. – 5.20p.m.

Marcin Kwasiuk

Y1 upwards
Intermediate &
Advanced

SSP72
ul. Trwała 17-19

Fridays
5.20p.m. – 6.05p.m.

Maths Homework Club
Maths Kangaroo Club

Basketball Club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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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주임이 전하는 뉴스

중고등부 주임이 전하는 뉴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제대로 전해졌습니다. 월요일에는 희
수염에 빨간 옷을 입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지요! BISC 학생들이 착하게
지내고 열심히 공부했기에 산타가 모든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들렀던
것이지요. 몇몇 반에서는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교실을 장식했답니다.
수요일에 저희 4 학년 슈빌 반에서는
케이크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자선 기금에
보태고자 결정하였고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장학금 1000
PLN 을 모으려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580 PLN 이
모였답니다. 다음 목요일에는 (BISC “블랙” 목요일) 모두들
또 다른 자선 판매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포스터를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요일 쇼를 준비하며
노래하고 공연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에 걸친
우리의 콘서트도 그와 같이 즐겁게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콘서트에 관해서는 다음의 학교 웹사이트를 보세요.
http://www.bisc.wroclaw.pl/news/christmas-concerts-2015
금요일에는 다들 모여 특별한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유치부 아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공연의 일부를
보여 주었어요. 정말 대단했지요.
또 다른 멋지고 오래 기다려 온 뉴스로는 축구장 개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축구 팬의 이름으로 만세를
부릅니다.
이번 주의 우리 스타들입니다:
유치부 꿀벌 반 – Paolo
유치부 거북이 반 – Deniz
1 학년 토끼 반 – Nicolas
2 학년 나비 반 – Charlie
3 학년 수달 반 – 민규
3 학년 여우 반 – Thomas
4 학년 슈빌 반 – 찬중이와 Kazuho
5 학년 까마귀 반 – Sri
5 학년 캥거루 반 – 지현
6 학년 재규어 반- Nada

이번 주는 중고등부에게 있어 아마도
이번 학기 중에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바빴던 시기였으리라 봅니다.
목요일 밤 공연 준비를 하느라 한 주
내내 크리스마스 콘서트 리허설을
했지요. 남, 녀 농구팀 모두 토너먼트
준비를 하며 열심히 뛰었고, 심지어
이번
주에는
산타의
방문도
있었답니다!
모든 이들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잘 보았으며, 학생들은
정말로 자신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 주며 즐겼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재능에, 그리고
관객들 앞에 서서 공연하는 엄청난 용기와 결심에 놀라고
있답니다.
저는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홀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잘 꾸며 주시고 콘서트 중간 휴식시간에 테이블 위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신 PTA 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에 두 번째로 콘서트를 선보일 것이며. 이는
„Przyjazny Dom” (우정의 집) 재단이라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행사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일하는 분들의 정신을
고무시킬 뿐만 아니라 폴란드어 실력을 써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무언가를 되돌려 드릴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지난 주 퀴즈의 답입니다: 1) Joule 2) CHRYSLER
BUILDING New York City 3) 6 hours 54 minutes 55
seconds 4) Rings 5) Madrid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Joe Peck
Head of Secondary

Anna Witaoska
Head of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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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Year 10 and 11 – Focus on English
We are offering 3 different courses to students in
Key Stage 4 – due to the range of our students.
Some have only arrived at our school recently and
the first target is passing iGCS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fter this we suggest sitting FCE
Cambridge Exam and trying to get B2 or even C1
level of English.
ESL Students: Writing to inform.
Natural Disaster Earthquake
This year, I heard from some news on TV that an
earthquake was taking place in a very small and
poor country in Asia. The earthquake has brought
a lot of damage but also caused more than 8,600
deaths, nearly 20,000 wounded and incalculable
destruction. I'm talking about Nepal, precisely
Kathmandu where the 25 April 2015 earthquake
has occurred.
The risk of a large earthquake was well known
beforehand. In 2013, in an interview with
seismologist Vinod Kumar Gaur , “The Hindu”
quoted him as saying, “Calculations show that
there is sufficient accumulated energy in the main
Frontal Thrust now to produce a magnitude 8
earthquake. I cannot say when. It may not happen
tomorrow, but it could possibly happen sometime
this century, or wait longer to produce a much
larger one. This earthquake is also known as the
Gorka earthquake. It occurred at 11:56, with a
magnitude of 7.8 or 8.1 and a maximum Mercalli
Intensity of IX (violent). Its epicentre was east of
the district of Lamjung, and its hypocentre was at a
depth of approximately 8.2 km (5.1 min.).
So it was the worst natural disaster to strike Nepal
since the 1934 Nepal-Bihar earthquake.
Martina LaSpada

Actually, I did not know how big the damage is.
Tsunami influences a country for many years. One
day, I saw in a Korean movie that a Tsunami
occurred in Korea and it shocked me. Before
studying Tsunami, I thought just a flood occurs in
the city and people go on the roof. I couldn’t think
that the ground was split by the earthquake and
many people died.
NoEun Kwon
Usually earthquakes occur in places which are close
to a plate boundary. Therefore, countries, which are
nearby plate boundaries, are damaged by the
earthquakes. In Japan, lots of earthquakes have
occurred, because Japan is on a plate boundary. In
addition, there are also lots of volcanos.
If two plates move away from each other or move
towards each other, both earthquakes and volcanos
can occur in the same area. Under the crust, there is
the mantle and lava comes out from there.
Moreover, magma is made by the friction of the
crust and comes out upwards. The oceanic crust is
forced underneath another crust. Thus, an
earthquake occurred at sea. When it happened, it
jolted the seabed upwards. Then, it created huge
waves. That’s why a Tsunami was also created by an
earthquake.
JeongMin
One of the hardest components of any English
language exam is the formal writing task, often in
the form of a letter. Year 10 and 11 have been
looking at writing letters of complaint but with a
festive twist! We hope you enjoy reading about the
unfortunate circumstances giving cause to complain
and the accompanying replies.
Festive greetings,
Graham Lewis

Tsunamis usually occur in Japan. They always bring
serious damage and require money for
reconstruction. A Tsunami occurs when an
earthquake starts to occur and from the ocean a
flood happens. Moreover, the Tsunami is a
combination of flood and earthquake so the
countries in which Tsunami occur get more
damage than other natural dis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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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TEACHER ASSOCIATION 2015/2016
Bake-A-Cake or Savoury Snack Dates:
Please Note: Due to the expected Ski Camp, Bake-A-Cake or Savoury Day for Years 10&11 is changed
to a different day.
Year 4 Shoebills
December 9, 2015
Year 5 Ravens
April 27, 2016
Year 5 Kangaroos
May 11, 2016
Year 6 Jaguars
February 10, 2016
Year 7
March 2, 2016
Year 8
March 16, 2016
Year 9
April 13, 2016
Year 10 & 11
January 20, 2016
Year 12 & 13
January 27, 2016

PTA announcements:
Charity Christmas Wishes
PTA are still selling the Charity Christmas Wishes on Wednesday and Friday mornings in the lunch room at the
time when we all bring children to school. They will be available at all school Christmas concerts, and the last
chance to buy a wish will be on Wednesday, December 16 on Christmas concerts for Primary Y4-6. 100% of
this money will go to our local charity family.

Our Charity Family:
We are pleased to finally disclose the receiving family of our Charity Fundraiser
income. The receiver is going to be Mr. Marcin’s (our sport teacher’s) family.
Mr.Marcin’s son Pawel (4 years old now) was born with a very rare syndrome called
Cri du chat syndrome.
This syndrome is a group of symptoms that result from missing a piece of
chromosome number 5. No specific treatment is available for this syndrome.
hildren born with this genetic condition require ongoing support from a team made
up of the parents, therapists, and medical and educational professionals to help the
child achieve his maximum potential. With early and consistent educational
intervention, as well as physical and language therapy, children with cri du chat
syndrome are capable of reaching their fullest potential and can lead full and
meaningful lives.
The family has to cope with day to day care for the child and take care of the child’s
therapy which is very costly and complicated due to its rare occurrence in
population. As the syndrome is very rare, doctors and therapists often have no knowledge and certainly
experience how to help. However, appropriate therapy can help to achiev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child’s condition and substantially improve the life quality for the child and his family. Therefore the income of
the PTA Charity Christmas Wish initiative will be designated for paying the therapy for Mr.Marcin’s son Pawciu.
Please support this initiative by donating minimum 5PLN to purchase the tree decoration in your House colour
of Cygnus, Lupus, Pegasus or Phoenix. Write your wish on the decoration and hang it on the school Christmas
tree. Let’s try to make a Christmas Wish come true for a family so close to our school and let’s use this
opportunity to show our appreciation for Mr.Marcin’s effort and time devoted to our children.
Thank you again for your support of the BISC PTA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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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Menu December 2015
Dear Parents,
Below please find a few details about our lunch ordering system:
1. Lunches for the upcoming week can be ordered in the secretary's office (small villa) from Monday
till Thursday.
2. You can choose between the polish, Italian and vegetarian menu.
3. In case of child’s absence, please inform school’s office on the same day by phone (71 79 66 861)
or e-mail (wroclaw@bisc.krakow.pl) before 9a.m. Depending on your request, order will be cancelled
or moved for the next week.
4. The orders are accepted together with the payment only.
5. Menu for the following month will be posted on the information boards in both villas and also in
our weekly newsletter.
6. The cost for one lunch is 12PLN.
Date
POLISH MENU
ITALIAN MENU
14.12.2015 Cabbage soup
Hungary goulash with Spaghetti Carbonara,
with carrot and vegetables, buckwheat bread, salad
potatoes
groats, salad

VEGETARIAN MENU
Buckwheat porridge with
vegetable sauce and
chickpeas

15.12.2015 Ukrainian borsch Brown rice baked with
apples and cinnamon

Gnocchi with cheese
sauce, bread, salad

Brown rice baked with
apples and cinnamon

16.12.2015 Italian soup
Minestrone

Italian soup Minestrone,
omelet with ham, bread,
salad

Dumplings with vegetable
sauce

Chicken fillet, potatoes,
bread, salad

Letcho with potatoes

17.12.2015 Vegetable soup
with buckwheat
groats
18.12.2015

Meatballs with
marinara sauce,
buckwheat groats,
salads
Chicken leg, potatoes,
salads

Half day

*juice and dessert to each m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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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SCORES 2015/2016

39
(Weekly Winner)

3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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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BISC WROCŁAW

A brief introduction to parents at BISC Wrocł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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