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신입생과 재학생 가족 모두에게 환영인사를 전합니다. NIS에서 체육교육과 관련된 아래 정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문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십시오.
체육 프로그램안에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한 수업이나 단원에
참여할 수 없을 심각한 질병이나 이유가 있다면 가능한한 빨리 체육교사와 의논을 나누시기 바
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학생들이 모든 수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성적과 성적
표의 교사 코멘트는 전체적인 참여도와 활동적인 참여에 기준을 두어 매겨질 것이며, 길어진 결
석은 성적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수업 불참시, 의사의 진료증명서를 보내
주시고, 다른이유로 불참시는 부모님께서 메모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NOTE: PE교사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등교후에 다쳤을 시에는 양호실을 통해서
만 통지될 수 있는 점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PE와 Swimming 시간에 필요한 것
모든 체육시간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
• House Shirt (새로이 셔츠를 받기로 된 신입생들은 첫 일주일에 셔츠를 받을 것 입니다.
-여분의 셔츠를 구매하고자 하거나 하우스 셔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면,Vicki Hong에
게 연락바랍니다: vickihong@staff.nanjing-school.com) Grade 9와10학년만 ACAMIS Tshirts가 있다면 체육시간에 그것을 입어도 됩니다.
• 반바지 또는 운동복 바지 (청바지나 쪼이는 재질의 천은 안됩니다.)
• Closed Sports Shoes (샌들, 크록스, 쪼리, 어그부츠 등은 안됩니다.) (PYP학생들은 운동화
한켤레를 본인 사물함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Water bottle
• A towel (주로 MYP)
• Deodorant-냄새 제거제 (G5이상)
• 야외활동 시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 긴머리는 수업을 위해 뒤로 묶어주세요.
• 본인이나 타인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수업시간에는 장신구 및 시계 착용을 금합니다.
MYP Swimming Dates (G10제외) - Week 1 - Week 7
PYP Swimming Dates - Week 8 (First week back after holidays) - Week 38 (end of the year)
수영수업시 아래 물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 Swimwear
• Towel (각 수업마다 풀장가로 타월을 가져가야 합니다 -탈의실에 두지 않습니다.)
• Goggles
• Swim cap

NIS Students and Parents:
더 자세한 과제와 수업정보를 아시려면, Veracross portal에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에 대해 아시고자 하면, Rubicon Atlas에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PE edublog에 접속하시면 현재 체육수업에 관한 최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MYP: http://share.nanjing-school.com/myppe/
PYP: http://share.nanjing-school.com/pyppe/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즐겁과 활기찬 한해가 됩시다!
Jacqui Weatherly
Subject Area Coordinator Physical Education
jacquiweatherly@staff.nanjing-scho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