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7 월 15 일
학부모님 귀하,
편안한 여름 방학 생활을 즐기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020 년은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 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시기동안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지지와 회복력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늘 상황과 관계없이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성공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WYIS 는 9 월 1 일 캠퍼스에서 새학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저희는 8 월 31 일 학업 계획과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개학일은 우한 로컬 학교들과 지역의 다른 국제학교들과 일정을 맞춘 것입니다. 약간의 조정만으로,
학교 출석일수를 채우면서, 저희는 2021 년 6 월 중순에 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 를 듣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은 9 월 1 일전에 학업을 시작하도록 지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021 년 5 월에 있을 AP 시험전에 충분히 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학업 프로그램은 현장 수업과 온라인 수업 둘 다를 포함할 것입니다. 우한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새학기 수업들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오전 8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정상 등교 일정을
소화할 것입니다. 수업은 우한에 있는 외국인, 중국인 교사들이 관리할 것이며, 해외에 있는 우리
교사들이 운영하는 비디오 수업과 활동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을 것이며, 개인적인 피드백과 함께 교실에서 학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여전히 언제 국경이 열려서 중국 밖에 있는 우리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입국할
수 있을 지 모릅니다. 저희는 입국가능한 비자 신청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WYIS 커뮤니티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열정 넘치는 새로운 교직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시작했습니다.
국경 상황때문에, 저희는 완전한 온라인 수업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중입니다. WYIS 온라인은
융통성있는 학업 계획을 활동해, 대면 수업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9 월 1 일전에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면, 자녀를 WYIS 온라인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학기에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학처(admissions@wyischina.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8 월 여름 캠프에 관한 세부일정



1 학기 학업 계획에 대한 안내



학사일정 업데이트

여러분과 파트너쉽을 이어나갈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rika Carlson
수석 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