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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일)에서 19일 (목) 사이에 진행
됩니다. Marcin선생님은 5월 4일 (수) 15:30에
참가 학생 학부모님들의 모임이 있으니 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모임은 식당에서
있을 것입니다. 또한 캠프 비용을 아직
지불하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가급적
빨리 이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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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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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호 4 월 29 일 (금)
학부모님께,
지난 주에 6학년은 Kletno로 멋진 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17명의 학생들과 세 분의 선생님은 곰
동굴과 지구 박물관을 찾아갔지요. 시간을
내셔서 6학년 교실 밖에 게시된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눈에 확 띄는 멋진 사진과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행사를 만들고 동행하여
주신 Joanna와 Danny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고문단 회의 의제로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5월 2일 (월) 및 3일 (화)은 휴교임을
알려 드립니다. 학교는 5월 4일에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BISC Wroclaw 운영진과
교사의 이름으로 모두들 멋진 연휴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PTA 봄 바자회가 5월 5일 (목) 10:00부터 종일
식당에서 열립니다. 의류, 도서, 장난감, DVD,
CD 등 사용하지 않으시는 소장품을 기부
받습니다. 이날 시간이 조금 되신다면, PTA와
함께 행사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작
때부터 준비에 들어갈 것이오니 여러분께서
조금이나마 거들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제 4학년 반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을 처음
보셨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Carolina
Arancio라는 언어를 배우는 학생인데, 현재
Erasmu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인턴을 와서 브로츠와프의 여러 학교에서
소중한 실습 경험을 쌓고 있는 중이랍니다.
아쉽게도, Carolina는 그날만 우리와 함께
했지만, 머지 않아 다시 돌아오기를
지난 며칠간 저는 운동장 옆 작은 정원 땅에서 기원합니다!
여러 어머니들께서 씨를 뿌리고 땅을 파며 식물을
가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저는 일부 아이들이 온전하지 않은 데에도,
엄청난 지원에 감사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이 특히 기침을 하고 코를 흘리는 상태에서
자라날지 우리 모두 궁금해 하리라 생각합니다.
등교한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을 여러 번
수요일에 5학년은 bake-a-cake sale 행사를 통해
471 PLN을 모았습니다. 대단합니다. Agnieszka
선생님과 까마귀 반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판매 수익금은 그 반의 기금에
이체되며, 조만간 5학년 학생들의 특별한 지출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기원하며,
교장 직무대행

Andy Harris

접수한 바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정책 수립을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 그린캠프는 위해, 저는 이 문제를 6월 8일로 예정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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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월 / 5 월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9

Sunday

30

1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Secondary School
Assembly
10.30a.m.
2
May Holiday
School Closed

3
May Holiday
School closed

9
Primary Morning
Briefing
8.15a.m.

4
Green Camp
Meeting
3.30p.m.
Dining room

10
Secondary Morning
Briefing
8.15a.m.
Library

5
P.T.A. Spring Bazaar
10.00a.m.
Secondary Staff
Meeting
3.40p.m.

11
Savoury Snack Day
Year 5 Kangaroos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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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3

14

15
Green Camp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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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Primary Morning
Briefing
8.15a.m.

17
Secondary Morning
Briefing
8.15a.m.
Library

18
Green Camp

19
Green Camp

Green Camp

20
Primary School
Assembly
8.35 a.m.
Secondary School
Assembly
10.30a.m.

Green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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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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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필요에 따라 1 층의 화장실 사용은 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학부모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5. 학부모님께,
5 월 2 일 (월)과 3 일 (화)에는 폴란드 국경일로
학교가 열리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목요일 10:00-12:05 에 큰 건물 68 번 6. BISC 재정 및 행정팀에서는 연체된 학비와
시험 응시료 및 6 월 학비를 늦어도 2015 년
방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월 10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3. BISC 교복 이름표에 자녀의 이름을 표기하여 드립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 성적표와 시험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운동장에서 옷들이 인증서 등을 포함한 학생에 관한 모든 서류는
발견되곤 합니다. 이름표가 있으면 누구의 옷인지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요.

횡단보도에도
주차하지
마세요!

4. 여러분도 아시듯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 방과
후 학교 운동장과 각종 시설을 즐길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3:25 이후에는 학교 건물과
놀이 시설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셔야 함을
반복하여 알려 드립니다. 미끄럼틀과 철봉
구조물에서 노는 아이들을 근처에서 돌보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또한 4:00 이후에 아이들이 학교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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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zerwiński

Secondary

Polish for Parents : )
Intermediate group

Hanna Savel

Parents : )

S3 room
big villa
S3 room
big villa

Tuesdays
1.00p.m. – 1.40p.m.
Tuesdays
1.50p.m. – 3.25p.m.

Discussion Club

Jennifer Jones

Y2 – Y3

Year 3 Fo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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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work Club

Agnieszka Peck

Primary

F1 room
big villa

Tuesdays
3.35p.m. – 4.15p.m.

Kendo Club

Takaharu Uesugi

Y1 upwards

Dębowa Gym
Dębowa 9b

Tuesdays
3.35p.m. – 4.45p.m.

Polish for Beginners

Anna Łoboziak

Y1-Y2

Year 2 Butterflies room
Small villa

Tuesdays
3.45p.m. – 4.45p.m.

Basketball Club
(Boys and Girls)

Marcin Kwasiuk

Y6 – Y13

SSP72
ul. Trwała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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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imming

Marcin Kwasiuk

SSP72
ul. Trwała 17-19

Tuesdays
5.20p.m. – 6.05p.m.

Sculpture Club

Anna Kawczyńska

Y1 upwards
Intermediate &
Advanced
Secondary

S7 room
big villa

Wednesdays
1.00p.m. – 1.40p.m.

Polish for Parents : )
Beginners

Hanna Savel

Parents : )

S1 room
big villa

Wednesdays
1.50p.m. – 3.25p.m.

Maths Club

Justyna Zając

Secondary

F2 room
big villa

Wednesdays
3.40p.m. – 4.25p.m.

Football Club

Marcin Kwasiuk

Y1 – Y9

Wednesdays
4.00p.m. – 5.30p.m.

Chess Club

Alex Sitkowiecki

Secondary

SSP72
ul. Trwała 17-19
(all weather Sport’s pitch
outside of the school)
S1 room
big villa

SingStar Club

Jakub Stefaniszyn

Secondary

English for Parents : )
Pre Intermediate
Famous British and American songs

Iwona Sokołowska

Parents : )

Iwona Sokołowska

Y3 – Y6

G6 room
big villa
G10 room
big villa
G10 room
big villa

Thursdays
1.15p.m. – 1.40p.m.
Thursdays
2.00p.m. – 3.25p.m.
Thursdays
3.35p.m. – 4.15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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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11 room
big villa

Fridays
3.30p.m. – 4.40p.m.

Basketball Club

Marcin Kwasiuk

Y1- Y5

Swimming

Marcin Kwasiuk

Y1 upwards
Intermediate &
Advanced

SSP72
ul. Trwała 17-19
SSP72
ul. Trwała 17-19

Fridays
4.00p.m. – 5.20p.m.
Fridays
5.20p.m. – 6.05p.m.

Thursdays
1.15p.m. – 1.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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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주임이 전하는 뉴스
이번 주에는 정원에서 꽃이 피어 오르는
나무들을 보았으며, 어느덧 다시금
따뜻해지는 것에 경탄했습니다. PTA
어머니들께서 큰 용기 또는 정원에
묘목을 심는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방과
후 운동장과 정원에서 즐겁게 노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가 파한 후에는 큰 건물,
또는 작은 건물에 그 누구도 혼자 남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머니들과
선생님들이 오후에 남아 힘들게 하는
일을 존중해 주세요.
선생님들에 관해 말씀 드리자면, 몇몇 분들이 크라쿠프의
우리 자매 학교에서 실시하는 Jolly Phonics 주말 과정에
참석하였답니다. 참가한 모든 선생님들은 즐겁게 그 교육에
임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매년 그랬듯이, Jen 선생님이 주관하는 우리
BISC 맞춤법 대회가 있었습니다. 최종 우승을 한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하고 싶네요 – 이들의 맞춤법 실력은 아주 감명적
이었어요! 세 명의 우승자입니다:
KS 1 group – 지원
Lower KS 2 group – 동영
Upper KS 2 group – 도엽
잘 했어요. 맞춤법의 도사들! 우승자들은 트로피와 상점,
그리고 사전을 받았답니다.
이처럼 대단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Jen 선생님께 감사
드려요.

중고등부 주임이 전하는 뉴스
이번 주에 7-9 학년은 수업 시간에
시험, 여름 콘서트 리허설, 체육
시간에 야구를 하면서 타격 실력 향상
등으로 꽤 바빴습니다. 아직 무릎
부상에서 완전하게 회복이 안된
Marcin 선생님을 대신해서 Karolina
선생님이 중고등부 체육 수업을
흥미진진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해
모두들 감사하고 있습니다.
A-level 화학과 생물 시험, 그리고 GCSE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읽기와 쓰기 시험도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휴교이지만, 11 학년 학생들은 화요일에 학교에
나와 지리와 ESL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학교 건물 안에 이
학생들만이 유일하게 나와 있을 것이므로 복도에 ‘정숙 –
시험 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건물 안에서는
Andy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시험 감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지난 이 주간 학교장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하신
Andy 와 Wendy 두 분께 감사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일상
업무를 도와 주신 점은 실로 고마운 일입니다. 보통 Andy
선생님은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밖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반기지요. 그러므로 기회가 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시기 바랍니다.

Joe Peck
Head of Secondary

금요일 조회에서는 ‘우리를 도와 주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1 학년 토끼 반이 준비한 발표를 보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의 스타 발표도 있었지요. 이 아이들입니다:
유치부 거북이 반 – 서연
유치부 꿀벌 반 – Nao
1 학년 토끼 반 – Jaime, Eric 그리고 규민
2 학년 나비 반 – 지원
3 학년 수달 반 – 민규
3 학년 여우 반 – Seinosuke
4 학년 슈빌 반 – Kazuho, 서인 그리고 유은
5 학년 까마귀 반 – 지성
5 학년 캥거루 반 – Cecilia
6 학년 재규어 반 – Alicia, Anshumali, 해윤, 그리고 민솔
축하해요, 스타들!
좋은 (그리고 긴) 주말 보내세요!

Anna Witańska
Head of Primary
※ 추신: 월, 화요일에는 학교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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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on Year 10
Jenny : You have travelled to several place, where was

Hayoon: What is your dream? Not about the job you

your best place?

want, but what do you want to do when you grow

Hayoon: I travelled to so many different places, it is really

up?

hard to decide which one is the best. I suppose that

Jenny: When I grow up, I will have more freedom to

Switzerland, where I have been most recently, was one of

use my time or money, so I want to go to concerts of

my best places I visited. There is some reason. I went

the celebrities that I like. I cannot do it right now

there with my family by car driving more than 10 hours.

because of the limits of time, money or place. Other

That was quite frustrating. However, once I arrived in

than that, I would also like to buy clothes for myself

Switzerland, I forgot how much I’d been tired because of

and be able to control my own diet. Also, I am looking

the long journey. The view was spectacular, the white

forward to enjoy my hobbies more freely. I could go

snow covering whole 3000 m of mountains, and below

on a tour or even go backpacking in Europe or

there was a huge lake that looked like a sea and some

anywhere I wished. I would be an adult, so I would be

small houses lying down the middle of the mountains. (I

given more choices that I could make.

am still really curious how they could reach there.) It was
so nice to see it and also it was a little bit different than

Jeong Min: What things do you miss from your

other European countries. Therefore, it is one of the most

country? What is the best thing for you?

memorable places for me.

Neon: Now, I miss the Korean food from my country.
Really common food in the street was best for me

Noeun: When have you been really happy recently?

because I cannot eat what I want in Poland so it was

Describe it.

so precious. I have much more things that I miss now. I

Jeong Min: Two weeks ago, I was really happy that I could

wish I could go to shops which have lots of things for

eat Korean chicken at the restaurant. It was Wednesday

teenagers or cafe again. I hope there is something

and I had a test at school. After school time, I had to go to

similar in Poland.

the academy with my friend. After we studied hard we
were exhausted. Finally, we could have some free time
after that. We usually used to eat dinner together.
However, that day we decided to go straight home. We
were going by tram and suddenly we changed our
decision. We decided to go to the Korean restaurant and
eat seasoned spicy chicken. It made us energetic and we
were full of joy. We arrived at the restaurant, ordered that
chicken and at last we could see the chicken in front of us.
That time, I was really happy. I didn’t have to worry about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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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 TEACHER ASSOCIATION 2015/2016
Bake-a-Cake and Savoury Days
Year 5 Kangaroos

May 11, 2016

pta@bisc.wroclaw.pl
1. Spring Bazaar
The Spring Bazaar is going to take place on Thursday, May 5 th. As usual, it’s going to last throughout whole day starting from
10 a.m until the end of the school day.

You are very welcome to bring the items you wish to donate for the Spring Bazaar, such as books, games and toys, school
uniforms and other clothes, etc. The drop off place for the donated items as usual is going to be the stairway landing in Small
Villa.

Please note that there are going to be quite a lot of uniform items on Bazaar sale. At the same time we would like to
encourage donating the uniform items which are too small for your children, but still in a good shape for somebody else to
wear. Please feel free to donate also damaged uniform items with the school logo on it, as the logos can be re-used.

We would highly appreciate volunteer help for the day of Bazaar. Please contact PTA members to inform if you can attend and
help. Thank you.

2. News on gardening project
At the end of this week and during the next week Primary children will be seeding and transplanting cold weather tolerating
vegetables into their vegetable patches. This means the vegetable patches will stop being just empty patches with soil turned
over. The vegetables will actually get planted there. Therefore, please supervise your children during the after-school play
time and please remind them to stay off the vegetable patches to not ruin the work of their own and of others.

3. Round Table with PTA agenda
Please keep in mind that you are very welcome to send your comments, questions and complaints, as well as observations
about positive things happening at school, to PTA e-mail address pta@bisc.wroclaw.pl . PTA will discuss your concerns with
the school management and will work towards finding a solution to the problems you would point out.

Previous Round Tables with PTA agenda proved that several problems pointed at by parents have been solved and many
questions did get answered. Therefore, we invite you to be active and help to work together with PTA in solving the problems
which concern you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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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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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NTERNATIONAL TORRANCE LEGACY CREATIVITY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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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FOR SCHOOL YEAR 2016/2017

Calendar for School Year 2016/2017
AUTUMN TERM
Teacher’s Preparation Day
Open Day for Parents
Start of Term
End for Half Term Break
Start of Second Half of Term
Polish Independence Day (school closed)
End of Autumn Term (Half day)

01.09.2016 Thursday
02.09.2016 Friday
05.09.2016 Monday
28.10.2016 Friday
07.11.2016 Monday
11.11.2016 Friday
16.12.2016 Friday

SPRING TERM
Start of term
The Epiphany (school closed)
End for half term break
Start of second half of term
End of Spring Term (Half day)

03.01.2017 Tuesday
06.01.2017 Friday
17.02.2017 Friday
27.02.2017 Monday
07.04.2017 Friday

SUMMER TERM
Start of term
May holiday (school closed)
Corpus Christi (school closed)
End of School Year (Half day)

24.04.2017 Monday
01-03.05.2017 Monday to Wednesday
15-16.06.2017 Thursday and Friday
30.06.2017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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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ch Menu April 2016
PRICE - 10 PLN per meal
Every day you can choose between 2 available meals.
25.04

26.04

27.04

28.04

29.04

Devolay with
Meat stew with
mashed potatoes dumplings and
and salad
salad

Toastie with
spinach , tomato
and mozzarella

Meatballs with
potatoes and salad

Spaghetti
with
tomato sauce

Borscht soup +
croquet with
cheese and
mushrooms
02.05

Penne with
vegetables and
chicken in cream
sauce
03.05

Breaded chicken
cutlet + salad +
potatoes/ rice or
French fries
04.05

Pancakes with
cheese/chocolate

Steamed Cod +
salad+ potatoes/
rice or French
fries
06.05

School Closed

School Closed

Sesame-crusted
chicken cutlet+
salad +baked
potatoes/ rice or
French fries
Russian
dumplings +
tomato soup
with rice

Meatballs with
potatoes and salad

Fried
Cod
+
salad+ potatoes/
rice or French
fries

Pancakes with
spinach, feta cheese
and dried tomatoes

Spaghetti with
tomato sauce

11.05
Potato
dumplings in
mushroom sauce
with salads
Breaded chicken
cutlet + salad +
potatoes/ rice or
French fries

12.05
Meatballs with
potatoes and salad

13.05
Spaghetti
with
tomato sauce

Borscht soup +
croquet with cheese
and mushrooms

Steamed Cod +
salad+ potatoes/
rice or French
fries

09.05
10.05
Devolay with
Meat stew with
mashed potatoes dumplings and
and salad
salad
Pancakes with
cheese &
chocolate

Penne with
vegetables and
chicken in cream
sauce

05.05

If you prefer there is also a possibility to exchange something from the menu for :
1. Tomato soup with rice+ bread roll with cheese/salami
2. Sour rye soup with egg + bread roll with cheese/salami
3. Borscht + bread roll with cheese/salami
Of course we can introduce something new according to your preferences. I am waiting for your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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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SCORES 2015/2016

75
(Weekly Winner)

72
6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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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UND BISC WROCŁAW

A brief introduction to parents at BISC Wrocł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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