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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되기 위해 우산은 비를 기다립니다!”

Mehmet Murat Ildan
학부모님께,
9 월 첫 주를 아스라이 되돌아 보면, 저는 첫 학기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6 가지 ‘C’에 관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9 월의 태양은 졌지만 이 여섯 단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바를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싶습니다.
그 여섯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지요:

일관성 (Consistency)

능숙함 (Competence)

소통 (Communication)

보살핌 (Care)

창의성 (Creativity)

공동체 (Community)
일관성에서, 저는 더욱 엄격하게 교복 학칙이 준수되는
것과 매일 대다수의 많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에
잘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 여기저기의

교실에 들렀을 때에 훌륭한 수업과 함께 표준과
기대에 부응하는 한결같은 분위기도 보았지요.
이제는 우리의 평가 정책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학교의 수석 리더십 팀에 의해 마침내
검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록 지금 음악 당당 팀과 함께 작업 중이며,
중간방학 이전에 학교 뮤지컬에 관해 세부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크라쿠프 자매학교의
뮤지컬에 참석하고 12 월 13 일에 Variete 극장에서
있을 공연에 관한 정보도 접할 것입니다.

스쿨러지를 통한 소통은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주간 뉴스레터는 유용한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를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웹사이트 공급업체와 약간의 차질을 빚어서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동체 의식으로 학교를 우리 모든 학생들을
반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라며 학부모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즐겁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 월에는 우리 자매학교와 스포츠 토너먼트를
가지고자 합니다만, (인원)수송의 문제로 11 월
19 일까지는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학생들이 크라쿠프 팀을 방문하여 여러 게임에
참여하고 행사를 치르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오고자 함입니다.

선생님들과 가졌던 여러 번의 토론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발달과 건강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처음 학교에 왔을 때에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살뜰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담임 선생님 및 영어 담당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적
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실성을 보여 주신 Verity
Duncan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또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적 돌봄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실성을 보여 주신 Verity Duncan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의 참여와 학생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회 및 반장 선거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능숙함입니다. 우리가 잘 이루어낸 일들이
많으며 훌륭한 학생과 선생님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문은
우리가 더욱 더 현명하게, 그리고 열의를 보이며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으며, 이곳에서 이를
계속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해서는 계속하여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햇살 가득한, 따뜻한,
그리고 뽀송뽀송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창의력은 Roald Dahl 벽화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있었던 작업들, 특히 문학, 음악, 미술에서 잘
보여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도전과 하나 이상의
정답을 찾아내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답니다. 뮤지컬이 학교 프로그램에 만들어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교장

Tom McGrath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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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10 월
Monday
10
Morning briefing
All Staff Members
8.20am – 8.30am
ICT room

Tuesday

Wednesday

11
Year 4 (both groups)
trip to the Barycz
valley

Usborne Book Fair
12.05pm – 4.00pm
Big villa

Thursday

12
Morning briefing
All Staff Members
8.20am – 8.30am
ICT room

Friday
13

Saturday
14

Sunday

15

16

22

23

29

30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Usborne Book Fair
12.05pm – 4.00pm
Big villa

Secondary School
Assembly
10.30am
Teachers' Day :)

Whole Staff Meeting
3.40pm
dining room, big villa
17
Morning briefing
All Staff Members
8.20am – 8.30am
ICT room

PTA Coffee Morning
18

Primary
Staff Meeting
3.40pm
Year 4 Shoebills room
small villa

19
Morning briefing
All Staff Members
8.20am – 8.30am
ICT room

20
Double Merit Day : )

21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Secondary School
Assembly
10.30am

Savoury Snack Day
Year 10 and Year 11

Secondary Staff
Meeting
3.40pm
F3 room, big villa
24
Morning briefing
All Staff Members
8.20am – 8.30am
ICT room

25

26
Morning briefing
All Staff Members
8.20am – 8.30am
ICT room

27

28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Secondary School
Assembly
10.30am
PTA Mufti Day

공지사항
1. 한국인 코디네이터 (Mr. Lee) 상담 시간 (한국어 교실):
월 8:00-10:30 / 12:05-15:30
화 8:00-9:25 / 11:20-13:50
수 8:00-9:25 / 12:55-13:50
목 10:10-10:30 / 12:05-13:05
금 8:00-9:25

5. 안전상의 문제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학부모가 아닌 모든 성인 보호자 분들은 문서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확인 문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 내역과 함께 당사자와 학부모 모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학교 비서인 Ms Katarzyna
Frankiewicz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락처: haesung.lee@bisc.wroclaw.pl

Best regards,
Tom McGrath

학교 주변에 주차하실
때에는 주의하세요.

2. 목요일 10:00-12:05 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큰 건물 G8 방).

가정집의 출입구, 또는
차도를 막으면
안됩니다.

3. 운동장에 옷이 남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의 교복에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써 두면 훨씬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요. ^.^

횡단보도에도

4. 촬영한 사진이 인화되어 준비되었으니 비서실에서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주차하지

Best regards,
Katarzyna Frankiewicz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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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INTERNATIONAL SCHOOL WROCŁAW

과외활동 2016/2017
ECA

TEACHER

AGE GROUP

WHERE

WHEN

Kendo Club

Takaharu Uesugi

Y1 upwards

Dębowa Gym
Dębowa 9b

Tuesdays
3.45pm - 4.35pm

Swimming Club
Beginners 1st group

Marcin Kwasiuk &
Jacek Lelewski

Year 1-2 and
beginners

SSP72
ul. Trwała 17-19

Mondays
3.50pm - 4.35pm

Swimming Club
Beginners 2nd group

Marcin Kwasiuk &
Jacek Lelewski

Year 1-2 and
beginners

SSP72
ul. Trwała 17-19

Fridays
5.20pm - 6.05pm

Michał Król

Year 1-5

School premises

Tuesdays
3.45pm - 5.00pm

Basketball Club

Marcin Kwasiuk

Year 1-5

School premises
from October: SSP72
ul. Trwała 17-19

Fridays
4.00pm - 5.15pm

Polish Club

Anna Łoboziak

Year 1-6

Year 2 Dragonflies classroom
small villa

Tuesdays
3:40pm - 4:20pm

Stories and Tales Club

Ewelina Pachla

Year 2-3

Year 2 Dragonflies classroom
small villa

Wednesdays
3:40pm - 4:20pm

Maths Support

Anna Witańska

Year 2-6

Discussion Club

Jennifer Jones

Year 3-4

Primary Orchestra

Maciej Posłuszny

Year 3-6

Year 4 Shoebills classroom
small villa
Year 3 Foxes classroom
small villa
G11 room
big villa

Tuesdays
3:40pm - 4:20pm
Tuesdays
3:40pm - 4:20pm
Wednesdays
3:40pm - 4:20pm

Swimming Club
intermediate and advanced

Jacek Lelewski

Year 3-11

SSP72
ul. Trwała 17-19

Wednesdays
4.35pm – 5.20pm

Football Club

Michał Król
Danny Young

Year 6 upwards

School premises

Fridays
3.45pm - 5.00pm

Basketball Club

Marcin Kwasiuk

Year 6 upwards

Scrabble Club

Ewa Gołąbek

Secondary

Secondary Orchestra

Jakub Stefaniszyn

Secondary

Singstar Club

Jakub Stefaniszyn

Secondary

School band

Jakub Stefaniszyn

Secondary

Justyna Zając

Secondary

Anna Sawiel

Parents : )

Ania Sawiel

Parents : )

Iwona Sokołowska

Parents : )

Football Club

Maths Club
*NEW
Polish for Parents
Beginners
Polish for Parents
Intermediate
English for Parents

School premises
From October: SSP72
ul. Trwała 17-19
S2 room
big villa
G11 room
big villa

Tuesdays
4.00 pm - 5.15 pm
Wednesdays
1.20pm – 1.45pm
Thursdays
1.10pm – 1.50pm

G6 room
big villa

Fridays
1.10pm. – 1.50pm

G11 room
big villa
F6 room
big villa
EAL Room
small villa, first floor
S7 room
big villa
G10 room
big villa

Fridays
3.35pm – 5.00pm
Thursdays
3.35pm – 4.20pm
Tuesdays
1.50pm – 3.30pm
Thursdays
1.50pm – 3.30pm
Tuesdays
2.00pm – 3.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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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주임이 전하는 뉴스
이번 주의 날씨는 과거 몇 주간
익숙했던 그것에 비해 많이 달랐어요.
쉬는 시간 동안 실내에 머물렀지만
이야기하고, 게임을 즐기거나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요즘은 코트 입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날씨가 변덕스럽거든요.
가능한 한 자주 밖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4, 5, 6 학년 학생들은 연간 실시되는
ISA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들 잘 했어요! 아마도 1 월에
나올 결과를 기다려 볼 거예요.
이번 주에는 또한 유치부에서 아주 성공적인 Bake-aCake 판매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판매를
도와 주신 학부모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학년 여우 반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Kowary 로
가서 미니어처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금요일에는 Maciek 선생님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노래하는 조회를 가졌습니다. 몇몇 뛰어난 아이들은 스타
인증을 받았어요:

중고등부 주임이 전하는 뉴스
날씨가 서늘해짐에 따라 중고등부
학생들은 재킷을 가져오고 교복에
어울리는 카디건 스웨터를 입기를
권합니다. 여분의 신발을 옷 갈아입는
곳에 비치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축축한 날에는 말이지요.
매년 있는 ISA 시험에 7-9 학년
학생들이 응시한 것이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 시험을 치렀고, 전반적으로 잘
보려고 노력했기에 시험 후 학생들의 견해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1 월에 시험 결과를 받습니다.
저는 또한 이번 주 Savoury Snack Day 행사에 맛있는 먹거리를
가져오신 유치부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들 아주 그 음식을 맛있게 즐겼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Joe Peck
Head of Secondary

News from Polish School
Podróże kształcą :)

유치부 꿀벌 반과 곰돌이 반 – Tanisha
1 학년 토끼 반 – Saatvik
2 학년 잠자리 반 – Julia
3 학년 여우 반 – 승건이과 Emir
4 학년 올빼미 반 - Oliwia T. 그리고 태훈
4 학년 슈빌 반 – Louise
5 학년 코요테 반 – Kotaro
6 학년 울버린 반 – Kinga, Jack 그리고 진환

축하해요, 스타들!

* 10 월 10 일과 11 일에 Usborne Book Fair 행사가
있음을 학부모와 학생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
마음껏 책을 구입하느라 정신 줄을 놓아둘 준비를
하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Anna Witańska
Head of Primary

Bez wątpienia...
Są doskonałym sposobem na poznanie
języków obcych, kultury, historii czy
geografii dalekich krajów. Gorąco
zachęcam
zatem
wszystkich
do
odkrywania nowych światów. Pamiętajmy
jednak, że...
Podróże kształcą... ludzi wykształconych ;)
dlatego nie pozwalajmy na to, aby z chęci otwierania młodym
ludziom drzwi do świata, zamykać przed nimi te do wiedzy.
Starajmy się, żeby czas przewidziany na naukę wykorzystywali jak
najlepiej.
Nikt nie lubi pozostawać w tyle. Wprowadzając Schoology Szkoła
zadbała o to, aby wszyscy ci, którzy nie mogą uczestniczyć w
zajęciach, jak najmniej z nich tracili. Warunkiem powodzenia jest
odpowiednie podejście. Dlatego chciałabym przypomnieć
wszystkim o obowiązku informowania o zamiarach zaplanowanych
nieobecności dzieci, zarówno dyrektora szkoły polskiej, jak też
brytyjskiej.
Z pewnością pozwoli nam to na wspólne znalezienie najlepszych
rozwiązań i pomoże naszym podopiecznym w osiąganiu sukcesów i
satysfakcji z nauki :)
Miłego weekendu i wypoczynku :)
Dyrektor Szkoły
Magdalena Mrozow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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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Year 4 Shoebills
Year 4 Shoebills are very modest pupils, thus they decided to
redirect our readers' attention and made a quiz to test your
knowledge of the school.
Actually, it is not only a quiz, but also a challenge! You can
print the quiz out and if you bring it to Year 4 Shoebills room
by Tuesday (11th October) lunchtime, with your name and
answers written down, you can earn 18 merits!!! Why
eighteen? Well, 8 is a special number to Shoebills... and we
added 10 to get you interested :-)
1. In which year did the school start?
2. Where did the BISC students go for their first field trip
ever?
3. Where was the school initially located (street)?
4. What was the initial number of BISC students in its first
month?
5. Name any 3 staff members who have been at school since
the start.
6. How many pupils are there in year 4 Shoebills?
7. Which box can you find downstairs in the small villa?
8. How many classes are there in small villa?
9. Where are the merit boxes?
10. What is the BISC head's name?
11. What is written on the stairs going to the second floor in
the small villa?
12. What is opposite of the dining room?
13. What is under Year 6 classroom?
14. Which class prepared a snack day on 5th October?
15. Who is the ICT & the library teacher?
16. How many people were there in the second ZUMBA class
this year?
17. What is Year 4 teacher's surname (she is Polish)?
18. What is the secondary head's first name?
19. Do you know who wears glasses and likes dancing?
20. This teacher wears no glasses, comes from Mexico and is
pregnant.
21. We have a few teachers named Anna, which one can
make sculptures? Write her surname.
22. How many trees can you count in the play ground?
23. How many students are in the school?
24. Name all the different snacks that are in the vending
machine.
25. Give the name of all the guardians at the entrance of the
school.
26. Where can you find the pyramid made with stones?
27. How many different grades (classes) are there in BISC?
29. In which month do we usually have the winter camp?
30. What is the name of BISC online communication tool?
31. How many basket nets are there outside?
32. How many classrooms are in the small villa?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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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SCORES 2016/2017

1st

2nd

3rd

Place

Place

Place (ex aequo)

MERIT CHALLENGE
Once a day, each student can receive a merit from Ms Iwona for successfully completing a Merit
Challenge, usually correctly answering the question.
Topics change from week to week.
So far, we have had the Spelling, Geography and Maths Weeks.
Merit Challenge this week
Merit Challenge next week

Nursery Rhymes
Tongue Twisters

Good luck!
Ms Iwona
Cygnus

Phoenix

Lupus

Pegasus

2

1

3

4

Total Points

10

8

14

8

Weekly Merits

324

321

436

502

HOUSE SCORES

Weekly Points
Weekly Winner

Total Merits

1471
nd

RANKING

2 PLACE

1259
rd

3 PLACE
(ex aequo)

1863
st

1 PLACE

1187
rd

3 PLACE
(ex ae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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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Contest for Secondary Students
House Contest for Secondary Students
Logo-Design Workshops
During our weekly Friday Secondary Assembly an Art Contest has been announced. It is addressed to
secondary students and its aim is to create the new logo designs of the four Houses (Pegasus, Cygnus,
Lupus and Phoenix) which would specifically reflect the spirit of secondary section of BISC Wrocław. It is
an opportunity to refresh and renew our current logos and let secondary students interpret this topic in a
new way.
To help students create new logos in intentional and well- thought way as real graphic designers do, the
Art Department organized a series of Logo-Design Workshops. The first session of the workshops already
took place last Monday. Students who took part, had a chance to learn what the logo is, how to approach
the logo-design project, and which visual elements constitute a good design. We have been also
discussing how to resource the ideas and successfully develop them from preliminary sketches to the
final design.
During upcoming workshops students will start to work on their individual ideas and will have a chance to
realise them using various techniques.
The Logo-Design Workshops take place every Monday during the lunch break in the Secondary Art room
(F2). The leader is Mrs Ania Kawczyńska, the Secondary Art teacher.
If you have missed your first chance to take part in this activity but you are eager to join the group,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next time 
Logo- Design Workshops:

Design contest for a set of logo designs for School Houses:

Time: Mondays

Topic: a set of logo designs for school houses

Time: Lunch break (1.15pm-1.45pm)

Format: A4

Location: Secondary Art room (F2 room, big villa)

Technique: chosen one
Submission deadline: 28th October 2016
Results: the beginning of November 2016
Prize: 150 house points and a little surprise

Best regards,
Anna Kawczyń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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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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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친회 (師親會) 2016/2017
PTA BISC Wroclaw on Facebook:
goo.gl/WNw25e
pta@bisc.wroclaw.pl

1. Bake-a-Cake 와 Savory Snack Days 일정:
2016/2017 Bake –a-Cake 와 Savory Snack Days 는 다음과 같습니다:
October 19, 2016
November 16, 2016
November 30, 2016
January 11, 2017
February 1, 2017
February 15, 2017
March 8, 2017
March 22, 2017
April 5, 2017
May 10, 2017
May 24, 2017

Years 10 & 11
Year 5 Coyotes
Year 9
Year 6 Wolverines
Year 1 Rabbits
Year 3 Foxes
Year 7
Year 4 Shoebills
Year 2 Dragonflies
Year 4 Owls
Year 8

2. PTA coffee morning:
10 월 14 일 (금) PTA 에서는 향후 행사에 관해 논의하고자 커피 모닝 자리를 가집니다.
Schoology, Facebook 그리고 게시물을 통해 세부 시간과 장소를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논의될
의제입니다:
a) 새로운 PTA 팀 소개,
b) 다가오는 Mufti day,
c) 다가오는 가을 바자회,
d) 크리스마스 자선 사업에 관한 아이디어.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3. 분실물 보관:
다음의 장소에서 분실물을 찾아 보관 중입니다:
a) 작은 건물 지하 옷 보관소 사이 복사기 앞,
b) 큰 건물 옷 보관소로 갈 때 오른쪽 모퉁이.
자녀가 물품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분실한 것인지에 따라 두 건물의 Lost&Found 상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PTA 에서는 중고 교복 판매를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대부분의 교복이 팔렸습니다.
Lost&Found 에서 확인하여 찾으시기 위해 자녀의 옷에, 특히 교복에 표시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Best regards,
Your PT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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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정책

이번 주 내내 교실을 들르며 학교의 교복 정책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같은 기준을 유지하여 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학교 교복 규정을 여기 다시 올립니다.
이는 바뀐 적이 없으며 이 목록 이외의 품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유치부 – 폴로, 카디건 그리고 하의와 신발은 학부모가 선택. 원한다면 여름용 원피스는 여자아이에
한하여 여름 학기에 가능합니다.
체육 – 남/녀 별 학부모 선택 품목. 코트 – 학부모 선택.
- 1~11 학년
– 남학생: 셔츠와 넥타이/폴로 셔츠. 긴 바지와 삼각목둘레 스웨터. 여름 학기에는 원한다면 폴로 셔츠와
반바지로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신발은 검정 또는 짙은 갈색이고 반바지를 입을 때는 회색 양말 착용.
체육 – 흰색 티셔츠, 청색 반바지, 청색 져지와 조그 팬츠 그리고 스포츠 양말. 코트는 학부모가 선택
– 여학생: 블라우스와 넥타이/폴로 셔츠. 치마, 바지, 점퍼스커트 선택. 그리고 카디건. 여름 학기에는
원한다면 여름용 원피스로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치마나 원피스에는 흰색 양말 착용. 신발은 검정 또는
짙은 갈색 (하이힐이나 통굽 제외). 코트는 학부모가 선택
- 12~13 학년 – 교복은 선택 사항. 집에서 입고 오는 옷은 단정하고 적절하게 복장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상기 사항은 필수이며 교사진에 의해 언제나 모니터됩니다.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등교한 경우,
처음에는 학부모께 규정을 알려드리고, 학부모께서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 교복을 학교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적절한 복장을 갖추지 않고 등교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녀를 집에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사연도 도중에 입학하여 교복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로 간주하고,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우발적인
경우이므로 그러한 상황에는 학교에 즉각 알리고 가능한 한 교복과 유사한 복장으로 등교해야 합니다.
간주합니다. 우리 교복 규정에 협조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m McGr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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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Menu for October 2016
Dear Parents,
Please fin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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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ase of child’s absence, please inform Ms Kasia Frankiewicz (our secretary) on the same day by
phone (71 79 66 861) or via e-mail (wroclaw@bisc.krakow.pl) before 9am Depending on your request,
order will be cancelled or moved for the next week.
3. The orders are accepted together with the payment only.
4. Menu for the following month will be posted on the information boards in both villas and also in our
weekly newsletter.
5. The cost per lunch is 10PLN.
10.10
Spaghetti with
tomato sauce
Sesame crusted
chicken cutlet,
french fries, salad
17.10

Pancakes with
chocolate

Cornflake crusted
chicken,
potatoes, salad
24.10
Pancakes with
plum sauce

Chickenburger
and french fries

11.10
Pancakes with
curd cheese and
pineapple
Baked beans with
sausage in
tomato sauce,
bread
18.10
Dumplings made
of mashed
potatoes, eggs
and flour with
champignon
mushroom sauce
Devolay, french,
fries, salad
25.10
Dumpling filled
with spinach, feta
cheese and dried
tomatoes
Chicken
meatballs,
potatoes, salad

12.10

13.10

14.10

Russian
dumplings, salad

Pancakes with
broccoli

Hash browns

Chicken-pork
meatball,
potatoes, salad

Steamed cod,
rice, salad

20.10

21.10

Pancakes with
curd cheese and
cherries

Spaghetti with
tomato sauce

Pancakes with
cheese, ham and
champignon
mushrooms
19.10

Hash browns

Grilled pork with
baked potatoes
and salad
26.10
Hash browns

Dumplings filled
with meat

27.10

Spaghetti
bolognese with
chicken
28.10

Pancakes with
apple sauce

Russian dumpling
and salad

Chicken stew with
rice

Sesame crusted
chicken cutlet,
french fries and
salad

Fried cod, french
fries, salad

If you prefer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o exchange something from the menu for :
1. Tomato soup with rice and bread roll with cheese
2. Borsch and croquette filled with cabbage and mus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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