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사 : 가발, 댄스첼린지,퇴임식, 신입생환영회, 학부모 교사 상담 등
폴 돌란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최근 대학원 과정을 마치신
선생님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셨습니다. 후임은 벨린다
케네디 부교장 선생님이 선정되었습니다.
Wig Wednesday: NZ 소아암 협회는 암을 겪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이해하고 돕기위한 기금 마련 운동으로 매년 9 월 Wig Wednesday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벌입니다. 많은 학교들과 업체에서는 즐겁게 그러나 너무
가볍지 않게 이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아일람 학교에서도 어린이들과
교직원들의 톡톡튀는 기발한 헤어 스타일들이 즐거운 분위기 가운데 온
교정을 채웠습니다. https://wigwednesday.org.nz/about
Dance Challenge: 학생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댄스를 배우고
익히며 신체 모션 코오디네이션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NZCD 댄스 챌린지 주최측에서 NZ 아트 교과 과정에 맞춰 제작,
제공한 비디오에 맞춰 매일 10 분씩 10 주동안 연습한 후,
비디오로 녹화하여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좋은 성적을 기대해 봅니다. https://www.nzdancechallenge.co.nz/
그외 행사로는 신입생 환영회와 학부모 교사 상담 (통역 상담 포함) 진행되었습니다.

학습활동: 수영 교육, 아이스크림 맛 개발(과학), 실내 인테리어 또는 도시계획 (수학),
견학 (사회&문화)
아일람 학생들은 King’s Swim School 에서 2 주간 수영 정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반에서는 책상에서 배운 이론을, 새로운 아이스크림 맛 개발하기(과학), 교실 인테리어
또는 도시 계획 디자인하기(수학) 등등, 교우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직접 자로 재고 견본을 만들어
보면서, 실제 생활 에 사용하는 학습 활동을 하였습니다.

견학: 페리미드 역사 박물관에서 과거를, 최신 건물이 있는 학교 견학에서는 현재를 보고,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교과 과정 외 활동: Children’s University, 체스 클럽
Children’s University : 33 명의 아일람 어린이들이 캔터베리
대학에서 주관하는 Children’s University Passport to Learning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모든 교육 일정을 마쳤습니다. 어린이들은
정기적으로 대학을 방문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개인
학습을 마칠때 마다 자신의 Learning Passport 에 스탬프를
받으면서 총 30 시간의 학습 시간을 채우면 캔터베리 대학에서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체스 클럽: 코로나로 인해 활동하지 못했던 방과 후 수요 체스 클럽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재개했습니다. 현재 90 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Language support Team: 영어 교육, 한국 문화 소개, 음식 만들기
영어 교육: 언어 지원팀에서는 3 학기 동안에는 독해 영역과 작문 영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 음식 소개: 아일람 학교에는 8 명의 학생들이 문화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내 곳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문화를 교직원들에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3 학기에는 권은지 학생이 “떡볶기”로 한국 문화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실제
떡볶기를 교직원들이 맛볼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중 언어반 활동: 다중 언어(사모아& 영어) 학습반의 학생들은 사모아의 대표 음식인 “찹수이”를
브루넬 선생님의 지도아래 과학·조리실에서 만들어 교장 선생님과 부교장 선생님을 초청하여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사모아의 전통 노래와 춤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점심 시간을 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