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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국제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개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이후에 
어디에 가더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관심을 주고 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 초등 교육과정(IPC)은 특별히 학생들 맞춤 
베트남 교과 과정을 포함시켜  모든 학생들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학문적, 
개성적, 국제적 목표에 대한 우리의 초점은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점점 더 상호의존적으로 변해가는 
세계에서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IPC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세계적와 관련된 주제를 
통해 철저한 학습을 보장합니다. IPC는 학생들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학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학습 
내용을 연관시키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과 학습 경험을 맞춤화하는 
방법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이용합니다. 

우리는 영국의 교육과정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문학과 
수학의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 교과 과정을 IPC 주제와 연결시켜 
학생들이 더 깊은 학습으로 이어지는 과목 전체에 
의미 있게 연관짓도록 합니다.  우리의 핵심 교과 
과정을 구성하는 영어, 수학, 과학은 시간표 내에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21세기의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개개인의 자질과 성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의 개인적인 목표가 되고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학급 설명서에는 자녀가 앞으로 경험할 
혁신적이고 독특한 학습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행복을 빌며
이베트 제프리
KG/주임 교장

TH 국제 초등학교에서의 학습
Learning at TH International Primary School…

At TH Primary School we aim to inspire, engage and 
challenge all our students so that they develop a love for 
learning, grow as individuals and succeed wherever their 
future lies.

Our International Primary Curriculum (IPC) with our 
specially adapted Vietnamese curriculum, provides a 
basis for the holistic development of all our students. 
Our focus on academic, personal and international goals 
supports our learners to act with integrity in an ever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The IPC ensures rigorous learning through exciting, 
engaging and globally relevant themes. It uses the latest 
research into how children learn best and tailors learning 
experiences so that students connect their learning to 
where they are living now as well as looking at their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 people in other 
countries. 

We use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to provide a 
broad learning framework for Literacy and Mathematics. 
We link this, where possible, to the IPC themes so that 
students can make meaningful connections across the 
subjects which leads to deeper learning.  English, Mathe-
matics and Science form our core curriculum and priority 
is given to these subjects within the timetable.

Across the curriculum we look to develop individual 
qualities and dispositions we believe children will find 
essential in the continually changing context of the 21st 
century. These become our students’ personal goals 
which are taught explicitly and permeate all that we do at 
school.

In the pages of this Grade booklet, you will see the inno-
vative and unique learning opportunities that will 
support your child’s learning journey over the next year.

Best wishes,
Yvette Jeffrey
KG/Primary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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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Parents of G5,

We are delighted to welcome you and your child to TH 
School’s G5 class this year.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meeting everyone and to starting our exciting 
learning journey across the year.

Here is a list of contacts for you should have any 
queri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if you have 
any questions.

Best wishes

Mr Nic, Miss Chelsea, Miss Trang and Miss Linh

5학년 학생들의 부모님들께,

올해 TH School 5학년 반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1년 동안 함께 신나는 학습의 여정을 떠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락처 목록입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r Nic, Miss Chelsea, Miss Trang, Miss Linh 올림

Who’s who in Grade 5?
5학년에는 누가 있나요

Nicholas Mark Roe
G5N Class teacher

G5N 교사
nroe@thschool.edu.vn

Chelsea Anne Lockwood
G5C Class teacher

G5C 교사
clockwood@thschool.edu.vn

Hoang Ngoc Trang
Đồng giáo viên/ Giáo viên tiếng Việt lớp 5N

G5N 공동 교사/베트남 교사
trangG5@thschool.edu.vn

Do Thi Thuy Linh
G5C Co-teacher/ Vietnamese teacher

G5C 공동 교사/베트남 교사
linhG5@thschool.edu.vn

Agata Wiktoria Kantorska
English Language support teacher

영어 도우미 교사
akantorska@thschool.edu.vn

Anissa Ruiz
Music teacher

음악 교사
aruiz@thschool.edu.vn

Eoghan Finn
Learning support teacher

학습 도우미 교사
efinn@thschool.edu.vn

Nicholas Chappell
Art teacher
미술 교사 

nchappell@thschool.edu.vn

PE teacher
체육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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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is McFadden
Technology Facilitator

기술 담당자
omcfadden@thschool.edu.vn

Linh Nguyen Phuong
Vietnamese teacher

베트남어 교사
linhprimvn@thschool.edu.vn

Quyen Bui Ngoc Minh
Primary secretary

초등부 비서
quyensecretary@thschool.edu.vn

Thuy Kieu Thi
Nurse

보건 교사
nurse_01@thschool.edu.vn

Phuong Bui Thi
Primary librarian

초등부 사서
librarian_cb@thschool.edu.vn

Khoa Pham Dang
Bus Coordinator

버스 조정 담당자
pdkhoa_admin@thschool.edu.vn



The International Primary Curriculum (IPC) is taught 
through themes, each with their own skills for the subject 
areas of History, Geography, Technology, Inter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Computing and Science.

국제 초등교육 과정은 (IPC) 주제별로 학습하며 역사, 
지리, 기술, 국제, 기술 정보, 컴퓨터 공학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합니다.

The International Primary Curriculum in Grade 5
초등부 5학년 국제 교육과정

Fit for life  |   삶에 맞춤

Your body is the most valuable thing you will ever own. It’s your job to keep your body 
fit and healthy because it has to last you a lifetime! We are going to find out how best 
you can do that. We shall look at how to measure our fitness levels, about diet and 
health, about changes in our bodies as we grow, how we can look after our bodies and 
how people around the world stay healthy.

여러분의 신체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함께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운동, 식단, 건강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며, 자라면서 생기는 몸의 변화와 세계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법도 알아볼 것입니다.

Brainwaves   |   영감

In this unit we shall be learning how we learn best, what type of learner we are, how we 
can improve our memory and how we can become more active global citizens.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더욱 적극적인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5

Out of Africa   |   아프리카에 대해

First there was the big bang! Then life began on Earth 

3.8 billion years ago. But when did humans arrive and where did we come from? If 
we can find out the answer to these questions perhaps we can figure out where we 
are heading in the future…? Plants have lived on Earth for over 400 million years. 
Some plants in our gardens today were around at the same time as the dinosaurs. 
Why have plants been so successful?

이 모든 것은 빅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38억 년 전 지구에서의 첫 
생명이 시작되었는데요, 인간은 언제 생겨났고 우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미래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식물은 4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원의 있는 식물 중에는 공룡만큼이나 오래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왜 이렇게 성공적일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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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 wonderful world   |   아름다운 세상

Natural forces have been shaping our planet for many billions of years and these 
dramatic changes are still going on, right now, all around us.Throughout this unit we 
will be learning more about the physical processes that shape our planet – and the 
vital role that we play in safeguarding our planet and its resources for future genera-
tions.

자연의 힘은 오랫동안 지구를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지금도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원을 통해 지구를 바꾸는 
물리적 과정들과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에 대해 많이 학습할 
것입니다.

Growing up   |   성장

As we grow-up, we need to understand our bodies and the changes that will happen, 
both on the inside and the outside, as we prepare to enter into adulthood. We shall 
look at changes in the female and male bodies, changes during puberty, how babies 
develop, relationships and different views cultures and countries have about grow-
ing up.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몸에 내외적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변화와 사춘기 동안의 변화들, 아기의 발달과 
여러 나라들이 가진 성장에 관한 문화와 견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6

Fairgrounds    |   박람회장

Geographers and explorers estimate that there are over one million islands on 
earth. They range hugely in size, location, habitat and climate, but all are 
surrounded by water. As one in six people live on an island, let’s explore what 
some islands are like across the globe! We shall learn about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islands, how to use a compass and map, about the unique features of 
islands and how island culture is under threat.

우리는 모두 박람회장의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들이 우리의 공포심과 
놀람을 이용해 스릴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기구들은 트랙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동안 정확한 순간에 속력을 가속, 
감속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신비들은 우리가 에너지, 힘, 소리와 빛 뒤 감춰진 과학에 대해 
배우면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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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kills focussed assessment for learning programme 
reflects the skills we wish to develop in our children to 
fulfil our vision and mission.

The themes studied in the IPC offer continuous opportu-
nities to practise, assess and improve these skills. There 
are three levels of progression through a skill which we 
call beginning, developing and mastering. The rate at 
which children move through these learning stages 
varies and therefore ample practice time is built into our 
schemes of work to support skills acquisition and a grow-
ing level of independence. The skills we look at in the IPC 
run across two school years.

Some students may be mastering a skill at greater depth. 
This would indicate that they are solving problems of 
greater complexity – demonstrating creativity,  innova-
tion and imagination.

기술에 초점을 맞춘 학습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미래와 업적을 성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반영 하고 있습니다.

IPC에서 연구된 테마는 이러한 능력들을 연습, 평가 
및 개선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시작, 개발, 숙달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통한 3단계의 
진행으로 모든 학생들의 단계를 거치는 속도는 
다양하기에, 학생들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충분한 
연습 시간이 계속되며 기술 습득과 독립성을 
지원하며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PC에서는 2년 
동안 여러 기술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더 많은 내용들을 익히고 배우며 
창의성, 혁신성 및 상상력을 입증하고 더 나아가,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Core Skills in Grade 5
IPC에서 평가하는 핵심 과목

Skills in Grade 4/5   |   4/5학년 (Grade 4/5)에서 배우는 능력

Science   |   과학

Be able to:
• record and communicate their findings accurately using 
the most appropriate medium and the appropriate scien-
tific vocabulary and conventions.
• Be able to gather evidence from a variety of sources

학습 내용:
• 적절한 매체와 과학적 어휘를 사용하여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달합니다
• 다양한 출처에서 내용을 수집합니다.

International   |   국제 사회

Be able to:
• identify ways in which people work together for mutual 
benefit.
• explain how the lives of people in one country or group 
are affected by the activities of other countries or groups

학습 내용:
•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방법을 식별합니다.
• 한 국가 또는 그룹의 사람들의 삶이 다른 나라 또는 
그룹의 활동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STUDENT HANDBOOK   |   Grad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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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y   |   지리

Be able to:
• Explain how physical and human processes lead to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places.

학습 내용:
• 물리적인 요소와 인간의 유사성 차이를 설명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History   |   역사

Be able to:
• Describe and identify reasons for and results of historical 
events, situations, and changes in the periods they have 
studied.
• Understand how some aspects of the past have been 
represented and interpreted in different ways .

학습 내용:
• 역사적 사건, 상황 및 연구한 기간의 변화에 대한 
이유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일부 측면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해석되어 왔는지 이해하며 학습합니다.

Technology   |   기술

Be able to:
• Respond to identified needs, wants and opportunities with informed 
designs and products.
• Test and evaluate their own work and improve on it.  

학습 내용:
• 정보에 의해 설계 및 제품 파악해 요구및 기회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작업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며 개선할 수 있습니다

ICT & Computing   |   ICT & 컴퓨터 프로그래밍

Be able to:
• Select and use a range of programs or apps to support and present 
learning in other subjects
• Understand that different aspects of ICT and computing can be 
used safely, responsibly, respectfully and creatively to people's 
benefit

학습 내용:
• 정보 또는 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며 사용할 프로그램 또는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UDENT HANDBOOK   |   Grad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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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able to show that they are able to retrieve, record and present information 
from non fiction texts.
현실의 글에서 정보를 검색, 기록 및 제공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Reading
읽기

To be able to discuss ideas, events, structures, issues and characters of a text.
글의 주제, 구조, 문제, 갈등과 인물 등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To be able to summarise the main ideas in a text.
글에서 핵심 요소를 간추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Writing
쓰기

To be able to plan their writing by recording first thoughts and building on those 
ideas.
초기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 작성합니다.

To be able to use different techniques to make their writing flow and link 
paragraphs.
글의 흐름과 단락을 연결하기 위하여 여러 기술 사용합니다.

Area   |   Lĩnh vực Skills   |   Kỹ năng

Speaking and Listening
듣기 및 말하기

To be able to talk using appropriate intonation, fluency and volume so that 
meaning is clear
의미가 명확하도록 적절한 억양, 유창성 및 볼륨을 사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To be able to ask relevant questions to develop and extend thei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지식을 늘리고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Our mainstream English programme follows the frame-
work for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which 
concentrates on developing skills in the following areas -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We adapt this 
curriculum to the needs of our learners so that they can 
acquire language as quickly as possible. If your child is 
new to English, your child will receive special language 
support through our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 programme. 

Children joining us will be assessed on arrival and learn-
ing will be tailored to their individual needs. There are 
many skills which the children will learn across the year. 
Here are a selection of skills our learners cover in Grade 5. 

Grade 5 at a glance:

우리의 주된 영어 프로그램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기술이 발전하는데 초점을 두는 
영국국가의 교육과정 틀을 따릅니다. 우리는 이 
교육과정에 맞춰 우리 학생들이 가능한 한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만약 자녀가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라면, 영어 
(EAL)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 언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생님의 지도아래 학생들은 간단한 평가를 거쳐, 
각자에게 맞는 학습으로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맞춰질 예정입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은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학년에서 학습하게 될 
내용들 입니다. 

5학년 교육 과정 훑어보기:

English in Grade 5
5학년 영어

STUDENT HANDBOOK   |   Grade 5



To use correct grammar and punctuation effectively and accurately.
문법과 구두점을 효과적이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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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ving problems with number operations
연산 문제 풀기

11

Measurement
측정

Statistics
통계

Geometry
도형

Converting between different measurements
단위 간의 변환

Solving complex word problems
복잡한 글로 써진 문제 풀기

Reading tables and line graphs
표와 그래프 읽기

Measuring angles and investigating angles around a point and on a straight line
각도 측정과 각에 위에 있는 점

Drawing angles
각도 그리기

Investigating angles in squares and rectangles and other polygons
정사각형, 직사각형 및 기타 다각형의 각도 조사하기

Translating shapes
도형 이동시키고 옮기기

The Maths programme follows the framework for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which is a broad holistic 
approach to learning the fundamental maths skills and 
applying these to real life situations. 

Children joining us will be assessed on arrival and learn-
ing will be tailored to their individual needs. This might 
include filling any gaps they have or challenging them in 
areas of strength. 

Grade 5 at a glance:

수학 프로그램은 영국 국가 교육과정의 체제를 
따르는데, 이는 기초적인 수학을 배우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며 학습하는 광범위한 전체론적 
접근법입니다.

선생님의 지도아래 학생들은 간단한 시험을 통해 
평가될 것이고, 모든 학습은 학생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맞춰질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가진 
격차를 메우거나 학생들의 자신있는 부분에서 
도전적인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학년 과정 훑어보기:

Mathematics in Grade 5
5학년 수학

Topic   |   Chủ đề Skills   |   Kỹ năng

Number and place value
숫자와 자리수의 값

Calculations
연산

Finding common multiples, factors and prime numbers
공배수와 공약수, 소수 구하기

Numbers to 10,000
10,000,000까지의 수

STUDENT HANDBOOK   |   Grade 5

Multiplication and division of 3/4 digit numbers by 2 digit numbers
3, 4자리 숫자를 2자리 수로 나누고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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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ions
분수

Simplifying, comparing and ordering fractions
분수 약분, 비교 그리고 정렬하기

Decimals
소수

Percentages
백분율

Ratio and Proportion
비와 비율

Algebra
대수

Adding, subtracting, multiplying and dividing with fractions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과 나눗셈

Multiplying and dividing a decal number by a 2-digit number
소수를 2자리의 수로 나누고 곱하기

Finding percentage change and using percentages to compare
백분율의 변화 알아보기와 백분율로 비교하기

Writing algebraic expressions and formulae and solving equations
대수식 작성과 방정식 풀기

Comparing qualities and numbers in problem solving activities
문제에서의 양과 수의 비교

Describing a pattern
패턴 묘사하기

STUDENT HANDBOOK   |   Grad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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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pecialist teachers link with the themes of the IPC 
where possible and cover the following skills. These skills 
are developed over a two year period from Grade 4 to 
Grade 5.

Grade 4/5 at a glance:

우리의 전문 선생님분들은 가능한 경우, IPC의 주제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은 기술을 다룹니다.

이러한 내용은 4학년부터 5학년까지 2년에 걸쳐 
학습하게 됩니다.

4학년과 5학년의 과정 훑어보기:

Specialist Subjects in Grade 4/5
4/5 학년의 예체능 과목

Topic   |   Môn học Core Skills   |   Kỹ năng cốt lõi

Art
미술

Be able to:
• Create an original artwork to serve a self selected purpose choosing from a 
range of given media
• Select materials and techniques to communicate an idea and evaluate their 
of success
• Interpret the meaning behind artwork, giving reasons for their opinions

학습 내용:
• 주어진 주제에 알맞게 독창적인 작품 만들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술과 재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의 이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이유 설명할 수 있습니다.

Music
음악

Be able to:
• Accurately perform/recreate musical phrases from staff notation and 
develop their own interpretation
• Manipulate musician elements when creating an extended composition
• Use principles of staff notation
• Critique the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학습 내용:
• 악보대로 정확히 연주하고 새로이 악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확장적으로 작곡을 할 때 악기들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악보 기보법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 공연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라볼 수 있습니다.

Physical Education
체육

Be able to:
• Create sequences of aesthetic movement individually, in pairs and in 
groups
• Demonstrate isolated examples of techniques used in track and field 
events
• Apply appropriate sending and receiving techniques in games
• Combine skills and strategies in a selection of games

학습 내용:
• 미적인 장면을 혼자서, 둘이서,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육상 경기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의 예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게임에서 주고받는 기술을 적당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게임에서 기술과 전략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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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personal goals underpin those individual 
qualities and learning dispositions that we believe 
children will find essential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21st Century. These permeate all learning at TH School 
and are taught explicitly.

There are eight Personal Goals:

다음은 21세기 전반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자질과 학습 성향을 뒷받침하는 어린이들의 개인의 
목표입니다. 개인의 목표는 TH School의 모든 학습에 
스며들어 명시적으로 학습됩니다.

개인의 목표는 8가지가 있습니다.

Our Personal Goals in focus 
개인의 목표에 초점 맞추기

Adaptable   |   적응하는 사람

I can cope with change.
나는 변화에 대할 수 있습니다.

Resilient   |   회복력있는 사람

I keep trying even when things are difficult.
나는 어려운 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Reflective thinker   |   사려 깊은 사람

I am curious about why things are the way they are, and 
want to find out the answers. I can reflect on my learning 
to learn more.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것이 궁금하고 답을 알고 
싶습니다.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복습하고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Communicator   |   소통하는 사람

I can express my emotions and thoughts to others clear-
ly in a variety of different ways.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과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treat others and the world the way I want myself and 
the world to be treated.
나는 다른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대우를 나자신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Respectful   |   존경스러운 사람

I can act with integrity in an interdependent world.
나는 상호 의존적인 세상에서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Ethical   |   윤리적인 사람

I can work with others to achieve a common goal.
나는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습니다.

Collaborator   |   협동하는 사람

I can think about what I’ve learned and how it affects my 
life and the lives of others. I can demonstrate fairness 
and kindness in words and deeds.

내가 배운 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말과 행동으로 
공정함과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Empathetic   |   공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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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art includes learning about a range of media 
and styles:

Learners will know about a variety of artworks and/or 
artists from first-hand experiences and other sources, 
representing a variety of styles and using a broad range 
of materials/media.

Learners will be able to manipulate a range of materi-
als/resour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ood, metal, 
plastic, paper, yarn, clay, fabric, paint, crayon, pastel, 
charcoal, ink, computer programs and recycled and natu-
ral found materials to create visual art. They will be able 
to view objects of art and use their observation skills to 
evaluate, create or recreate, working from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Learners will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the formal 
elements of art, improving their sketching and shading 
techniques. The students will gain a greater knowledge 
of composition of their art work,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shape, line, form and tonal range.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reasons 
for the creation of art, sources of inspiration and how the 
creative process works for different artists.

• Sculpture
• Collage
• Painting
• Photography

• Architecture
• Fashion & textiles
• Drawing
• Video and animation
• Printmaking and design

• 조각품
• 콜라주
• 색칠 (물감)
• 사진

• 건축
• 패션 & 옷 디자인
• 그리기
• 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 인쇄 및 디자인

미술 학습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매체와 기법을 
포함합니다:

학생들은  직접적인 경험과 다양한 자료, 스타일과 
표현 수단를 통해 미술 작품이나 작가의 다양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학생은 목재, 금속, 플라스틱, 종이, 실, 점토, 직물, 
페인트, 크레용, 파스텔, 숯, 잉크,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재활용 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자원을 사용하여 
시각적 작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은 관찰 
기술을 이용하여 1차적, 2차적 근원으로부터 미술 
작품을 작업하고 평가, 창조 또는 재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스케치 및 데생 기술을 기르며 예술의 
형식적 요소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학생들은 모양, 선, 
형태, 그리고 색조 범위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자신들의 예술 작품의 구성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예술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고, 어떻게 여러 아티스트들이 영감을 얻었고 
어떤 창의적인 과정을 겪었는지 배울 것입니다.

Art overview
미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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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 School, Design Technology provides the opportu-
nity for the application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gained in other areas of the curriculum, as well as to 
develop unique skill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products. The strands have been developed to reflect a 
design cycle - investigate, design, plan, create, evaluate. 
Learners will also improve their knowledge of materials 
and the ways they can be shaped and manipulated.

The Learning Goals will allow learners to develop their 
skills in food technology, engineering, designing and 
making.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by making their designs, evaluating the effec-
tiveness of these and then investigating how they could 
be improved.

TH School에서 디자인 테크놀로지는 제품 개발과 
관련된 독특한 기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이해를 적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단계는 조사, 설계, 계획, 창조, 평가 
등 디자인 사이클을 반영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학생들료에 대한 지식이 형성되고 
조작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학생들이 식품기술, 공학기술, 디자인 및 
제조기술을 형성 할 수 있게 합니다.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능력과 스스로 어떻게 더욱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Design Technology overview
디자인 테크놀로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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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cation skills of reading, listening, speaking 
and presenting, writing, language and drama are all 
included in the study of the English language. These 
enable children to interact effectively in the world 
around them, express themselves creatively and com-
municate confidently.

We use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which 
provides a structured approach to teaching language and 
literature throughout the Primary/KG School and we 
adapt this to our context and the needs of our students. 
There are 4 areas which are taught in each Grade - speak-
ing and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 Speaking and listening – students will develop 
further their speaking skills using language for a great-
er variety of situations and for a variety of audiences 
and purposes, including drama, formal presentations 
and debate. 

• Reading – students continue to consolidate their 
reading for understanding,  developing their vocabu-
lary and the breadth and depth of their reading and 
start to justify their views about what they have read. 

• Writing –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what they 
write as well as increasing their competency,  particu-
larly in terms of the range of their writing and the 
more varied grammar, vocabulary and narrative 
structures from which they can draw to express their 
ideas.

Where possible we align the English objectives to the 
International Primary Curriculum topic, so that children 
are using their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to research and communicate with real life 
audiences and writing for a purpose.

읽기, 듣기, 말하기, 발표하기, 쓰기, 언어, 드라마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모두 영어라는 언어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주변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의적으로 
개인을 표현하며 자신감 있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언어와 문학을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영국 국가 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필요 요소에 초점을 두기 
위해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각 
학년에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4개의 영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말하기와 듣기 - 학생들은 드라마, 공식 발표, 
토론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관객과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 말하기 실력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 읽기 - 학생들은 이해를 위해 독해를 계속 
강화하고, 어휘와 읽기의 폭과 깊이를 향상시키며, 
읽은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 쓰기 - 쓰기의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작문의 
범위와 다양한 문법, 어휘 및 작문 구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영어 목표를 국제 초등 교육 과정 
(International Primary Curriculum) 주제에 맞춰 
아이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사용하여 
자료조사를 하고, 현실에서 관객들과 소통하며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도록 아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English overview
영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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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EAL) programme 
aims to help children become proficient and skilled 
English language users as quickly as possible so that they 
can participate in lessons and general school life.

Our EAL programme complements the International 
Curriculum at TH School by ensuring students have the 
necessary vocabulary, grammatic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ve skills to take advantage of the rich learn-
ing experiences that the curriculum has to offer.

Our teaching approach is diverse in order to adjust to 
children’s different language needs, learning styles and 
personality - this might involve supporting students in 
the classroom or taking them out of class to concentrate 
on their learning in a small group or individually. We 
value our students’ mother-tongue and take great care to 
communicate this to those receiving EAL support.

Apart from our primary aim of helping children improve 
their reading, speaking, writing and listening skills we 
also:

• Seek to encourage an interest in language more 
generally.
• Encourage children to explore how languages differ 
in terms of their structure. 
• Foster a ‘can do’ attitude to learning.

우리의 제 2 외국어 - 영어(EAL)는 아이들이 수업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능숙하고 숙련된 영어 구사자가 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의 EAL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교과과정이 
제공하는 풍부한 학습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 문법적 이해, 의사소통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TH School의 국제 교육 과정을 보완합니다.

우리의 교육 방식은 아이들의 다양한 언어적 요구, 
학습 스타일 및 성격에 맞추기 위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교실 내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돕거나, 소그룹 또는 개별적으로 학습에 
집중하기 위해 야외 수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모국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EAL 
지원을 받는 학생들에게 이 의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이들이 읽기, 말하기, 쓰기 및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기본 목표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언어에 대한 관심을 더 장려합니다.
• 아이들이 직접 언어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북돋아줍니다. 
• 학습에 대해 ‘할 수 있다’는 태도를 조성합니다.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overview
제 2 외국어 - 영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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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graphy concerns the interaction of people and their 
environments, including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
cal factors and how they impact on people and the 
environment. Learners will gain knowledge through 
feeding their curiosity about places and the people who 
live there and by asking increasingly complex geographi-
cal questions.

Geographical skills development requires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learners’ own data and engagement with 
data represented in a variety of ways, including both 
digital and analogue maps, graphs and models.

Learners will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here we live on earth and the impact on 
lifestyle, considering climate, economics, society and the 
environment.

Learners will als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ir own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o the resolution of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issues. Engagement 
with home, host and adopted countries’ traditions and 
cultures is also promoted in geography.

지리학은사람과 환경의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 및 지리적인 요소들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더 복잡한 지리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다양한 장소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지리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 자신만의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를 포함한 디지털/아날로그 
지도나 그래프, 모델 등의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표현 
방식을 다룰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는 기후, 경제, 사회 및 환경을 고려하여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위치와 생활 방식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은 지리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한 이해력을 계발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리학적으로 가정, 주최국 및 입양 국가의 
전통 및 문화와의 교류가 촉진됩니다.

Geography overview
지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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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priorities at TH School is to provide a holistic 
environment with a focus on students’ physical, intellec-
tual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Health and Wellbeing is therefore considered an 
academic subject, but it is also addressed more broadly 
across the school.  It encompasses all aspects of school 
life and beyond.

Learners will gain knowledge related to maintaining 
health in order to take increasing responsibility for being 
healthy and safe at different stages in their lives. Each 
Grade has a specific unit of learning linked to developing 
a healthy lifestyle. Our Personal,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me is taught across the year to develop 
the learning dispositions which will help our children.

Skills in Health and Wellbeing impact on all aspects of a 
learner’s life. Learners will be able to self-regulate and 
develop strategies to support, enhance and take respon-
sibility for their own learning.

Learners will understand that change as a result of grow-
ing up is inevitable and will explore how this impacts on 
their body, emotions and brain. Learners will develop 
their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they can make to 
improve their quality of life.

TH School의 우선 사항 중 하나는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감정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전체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강 및 보건 학습은 학문적인 과목으로 여겨지지만, 
또한 학교 내에서 폭넓게 다뤄집니다. 보건 학습은 
학교생활 외의 생활 측면 또한 포함합니다.

학습자는 삶의 다양한 단계에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건강 유지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것입니다. 각 학년에는 건강한 삶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 학습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학습 프로그램은 우리의 아이들을 
도울 학습 성향을 개발하기 위해 일년 내내 
가르칩니다.

건강과 보건에 대한 기술은 학습자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을 지원, 개선 
및 책임질 수 있는 전략을 스스로 조정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은 성장의 결과로 인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이 신체, 감정,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학습자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Health and Wellbeing learning overview
건강 및 보건 학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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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studying History will learn that the study of 
history concerns events, actions and peoples of past 
societies and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students’ lives today.

Learners will gain knowledge of a variety of times, 
including ancient, modern, recent and living history. 
They will know about significant events in specific 
periods and places. Skills of critical analysis, including 
identifying bias within a broad range of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are essential to becoming a historian.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world history 
and the interconnectedness of the past. They will 
cultivate an understanding of and empathy for peoples 
of the past through engaging with multiple perspectives 
accessed through a variety of sources.

역사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역사 공부가 과거 사회의 
사건이나 행동,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이해하고 
과거와 현재의 사람들의 관계성에 새한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학생들은 고대와 근대, 현대의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시대의 지식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특정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일어난 중요 
사건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광범위한 1차 및 
2차 출처 내에서 편견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 
비판적 분석 기술은 역사가가 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은 세계사와 과거의 상호 연결성의 이해심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접근하는 여러 관점에 관련하여 과거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과 감정을 구축해갈 것입니다. 

History overview
역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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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and Comput-
ing looks at using technology to gather, manipulate and 
exchange information safely.

Learners will improve their knowledge of different com-
munication tools, computer systems and ways in which 
users may choose to utilise them. Learners will create, 
design and publish appropriate content as well as 
control, program and code in a creative and purposeful 
manner. They will also gain an understanding of changes 
and developments within IT and the limitations, benefits 
and risks of these. Skills will be taught across the year to 
support students learning in other areas of the curricu-
lum.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impor-
tance of protecting themselves and their digital footprint 
online, as well as rules that should be adhered to for 
communicating and collaborating.

At TH School we use ipads to support learning within the 
classrooms and in Grades 4 and 5 children benefit from 
having their own iPad allocated for the year to help them 
dive deeply into content which helps their learning prog-
ress. 정보 통신 기술 (IT)과 컴퓨터 사용에 대한 학습은 

안전하게 정보를 수집, 조작 및 교환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습자들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정보통신 도구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들의 지식을 
향상합니다. 학습자들은 정확한 내용과 통제된 
프로그램 코딩을 사용하여 창조적이고 의미 있는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디자인 하며 출시합니다. 
그들은 또한 IT의 빠른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고, 그로 
인한 위험성뿐 아니라 혜택들 그리고 제한성 등을 
커리큘럼 안의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이해도를 
높입니다.

학습자들은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규칙을 어기지 않으며 소통하고 협동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TH 학교에서 우리는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아이패드를 할당하여 지원하고 학습발전을 
위한 혜택을 줍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puting overview
정보 통신 기술과 컴퓨터 사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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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is a specific area of learning that is also a 
component of being internationally minded and 
demonstrating global competence. The International 
Learning Goals support learners in developing a curiosity 
and interest in the world through exploring and develop-
ing an understanding of multiple perspectives.

Learners will gain knowledge of global issues and how 
identities affect perspectives. They will also know abou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organisa-
tions involved in global affairs.

The International Learning Goals directly contribute to 
developing a person who is globally competent, future 
ready, socially conscious and motivated to positively 
contribute locally and globally.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complexi-
ty of global and local challenges through making person-
al connections and developing empathy for individuals 
affected by a range of situations. They will aim to under-
stand the changing nature of issues, evaluating potential 
responses for effectiveness and impact.

The broader area of international learning coupled with 
these goals should inspire positive action and critical and 
creative engagement with local and global issues.

국제 영역은 국제적으로 열린 생각을 가지고 글로벌 
역량 입증의 구성요소인 배움의 한 영역입니다. 국제 
학습 목표는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이해함으로써 
학습자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습자는 글로벌 문제와 정체성이 관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또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와 글로벌 문제에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입니다.

국제 학습의 목표는 글로벌적으로 유능하고, 미래에 
준비가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을 개발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학습자는 다양한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맥을 형성하며 글로벌 및 
지역적 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문제의 본질 변화를 이해하고, 효과와 영향에 대한 
잠재적 대응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결합된 국제 학습영역은 긍정적인 
행동,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연관됩니다.

International learning overview
국제 학습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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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 school we want our learners:

• To become fluent in the fundamentals of mathe-
matics, including through varied and frequent 
practice with increasingly complex problems over 
time, so that pupils develop conceptual understand-
ing and the ability to recall and apply knowledge 
rapidly and accurately

• To reason mathematically by following a line of 
enquiry, identifying relationships and generalisations, 
and developing an argument, justification or proof 
using mathematical language

• To be able to solve problems by applying their 
mathematics to a variety of problems with increasing 
sophistication, including breaking down problems 
into a series of simpler steps and persevering in seek-
ing solutions.

We provide a broad curriculum, aligned to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 which encompasses the follow-
ing mathematical elements - number,algebra, geometry, 
measurement, statistics, ratio and proportion.

We follow the Singapore Maths approach to learning. 
This approach uses the Concrete - Pictorial - Abstract 
(CPA) method. Students initially learn through using 
equipment (concrete) – such as cubes or tens and ones 
blocks, then they progress to representing this in picture 
form (pictorial) and finally moving on to the stage which 
uses equations and mathematical symbols (abstract).

This approach allows all children to access maths and 
deepens their understanding of key topics, enabling 
them to make crucial links between topics and develop 
their mathematical thinking, ability and confidence.

TH School에서 우리는 학생들이: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복잡해지는 문제와 
함께 다양하고 잦은 연습을 통해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게 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능력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 관계와 일반화를 감별하고 논쟁을 전개, 수학적 
언어를 사용한 타당성 또는 증명, 질문을 따라 
수학적으로 추론합니다.

• 문제를 일련의 간단한 단계로 나누고 끈기 있게 
해결책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수학적 계산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영국 국립 교육과정에 맞춰 광범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여기에는 숫자, 대수, 기하학, 
측정, 통계, 비율 및 비율의 수학 요소가 포함됩니다.

우리는 싱가포르 수학 학습 방식을 따릅니다. 이것은 
콘크리트-그림-추상(CPA) 방식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처음 정육면체나 열 블록, 한 블록과 같은 
도구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학습한 다음 이를 그림 
형태 (사진) 로 표현, 마지막으로 방정식과 수학기호를 
사용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런 접근은 모든 아이가 수학과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깊이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주제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수학적 사고, 능력 
그리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Mathematics overview
수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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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music relates to artistic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using the body, voice, formal and 
improvised instruments in creative ways. Learners will 
know about a variety of musical styles, musicians and 
their areas of expertise (composing or performing). 
Learners will practise and prepare for performances by 
composing, singing and/or playing instruments. They will 
be able to listen carefully and/or critically to peers and 
published music, identifying elements and recognising 
emotional responses.

At TH School, we strive to have the students reach the 
Music goals through creative and fun ways. Singing, 
performing, playing the instruments and Recorder Karate 
for Grades 3-5 reinforces many of the learning goals. 
These include playing rhythms, keeping the beat, reading 
music, playing in an ensemble, and being able to recog-
nize where they need to improve in order to progress.

In Music, children learn about musical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and will be taught about:

• Expressing emotions and experiences in images
• Developing creativity and imagination
• Performing by singing and playing instruments
• Musical composition
• Appreciating, respecting and enjoying musical com-
positions and performances

음악은 신체나 목소리, 다양한 악기 등를 다루며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음악 장르, 음악가 및 
(작곡 또는 공연의) 전문가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학생들은 작곡, 노래 또는 악기 연주를 연습하여 
무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  친구들의 공연이나 
발매된 음악을 주의 깊게 듣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다양한 요소를 구분하고 감성적인 반응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 School에서는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재밌게 
음악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합니다. 노래, 공연, 
악기 연주, 그리고 3-5학년들의 리코더 가라테는 많은 
학습 목표를 강화합니다. 여기에는 리듬에 맞춰 
연주하기, 박자 유지하기, 악기 읽기, 앙상블로 
연주하기, 실력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기 등의 능력들이 포함됩니다. 

음악 수업에서 아이들은 음악적 표현과 의사소통에 
대해 배우고 다음 사항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 감정과 경험을 이미지로 표현하기
• 창의력과 상상력을 성장시키기
• 노래와 악기 연주 공연하기 
• 작곡하기 
• 음악 작곡과 공연을 감상하고, 존중하며 즐기기

Music overview
음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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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incorporates developing 
fitness, healthy lifestyles, and performing a range of 
sporting activities. It is part of a broader wellbeing curric-
ulum area with the PE teacher supporting teaching and 
learning around healthy eating, hygiene and body image.

Active participation in gymnastics, games, athletics, 
dance and swimming is essential to PE.

Learners will gain knowledge about their bodies and the 
risks and benefits of exercise and physical activity. Gross 
motor skill development, spatial awareness, control, 
coordination and precision are developed through 
increasingly complex tasks, games and sports.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responsi-
bility they have for their own personal health and fitness, 
including the risks and benefits of a range of physical 
activities. They will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rough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activities.

체육은 체력단련과 건강한 생활방식, 다양한 스포츠 
활동들을 포함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위생 그리고 
신체의 형상을 배우는 것을 지원하는 체육 교사와 
함께하는 것은 넓은 교육과정의 영역 중 일부입니다.

체육에서는 체조, 경기, 운동, 춤, 수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신체 그리고 신체활동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또한 
운동 신경 기술 발전, 공간 인식, 통제, 조화성 및 
정확도를 키워 복잡한 일이나 게임 그리고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신체활동의 위험과 이점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개인 건강과 체력에 대한 책임의 
이해심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학생들은 경쟁적이고 
비경쟁적인 활동을 통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사이의 관계 또한 이해할 것입니다.

Physical Education overview
체육 개요
 



28

STUDENT HANDBOOK   |   Subject Overview

The study of science is focused on our natural environ-
ment as well as the man-made world. It focuses on the 
ways in which science affects people’s lives and the 
environment.

The various areas of Science include:

Biology: Living things, plants, humans and animals.
Chemistry: Materials, properties, changes and matter.
Physics: Earth and Space, forces, energy, electricity and 
magnets.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science 
through observation, collection of data and experimen-
tation. Learning will be practical and hands-on to devel-
op scientific inquiry. Students will plan and conduct 
investigations, draw conclusions and make improve-
ments to their investigations. They will also understand 
that there are ethical issues related to scientific activities 
and experimentation.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Science being 
dynamic and that ideas and theories are constantly 
evolving even if they cannot yet be tested.

Learner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responsi-
bility they have for their own personal health and fitness, 
including the risks and benefits of a range of physical 
activities. They will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rough competitive and 
non-competitive activities.

과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세계뿐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에도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과학이 사람들의 삶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다양한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물학: 생물, 식물, 인간과 동물
화학: 재료, 특성, 변화 및 물질
물리학: 지구와 우주, 힘, 에너지, 전기 및 자석

학생들은 관찰, 자료 수집, 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배움은 실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에 이해도를 높이는데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조사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결론을 추론하며, 조사를 개선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과학 활동과 실험을 통해 윤리적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실험 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생각의 
다양함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발전시킵니다.

Science overview
과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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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 School, we offer Vietnamese as an additional 
language for all our International students. This allows 
children to engage more fully in the culture and heritage 
of the country where they are currently living, as well as 
to communicate with others in and around Hanoi. We 
believe that learning Vietnamese is a key component of 
developing a positive international mindset and to 
embracing all that Vietnam has to offer.

Students will study topics linked to real life where 
language learned in class will support them when out 
and about in Hanoi/Vietnam and in communicating with 
their friends. As well as meeting the Vietnamese learning 
goals, to be successful, learners will:

– Explore appropriate vocabulary, grammar and pronun-
ciation.
– Connect learning within and between topics and real 
life situations.
– Engage with reading and listening to Vietnamese 
stories (such as Fairy tales), listening and singing 
Vietnamese songs, speaking with appropriate pronunci-
ation, writing Vietnamese stories, discussing and writing 
within topics and recording their reading.

Vietnamese culture will be explored through local and 
national festivals as well as through engaging first hand 
with their Vietnamese peers and community. They will 
learn about the traditions and history of Vietnamese 
culture such as the Mid-Autumn festival, Tet, our Tradi-
tional Lunar New Year festival and will engage in fun 
activities linked to these such as making and decorating 
lanterns, singing and dancing Vietnamese songs and 
playing traditional games such as the “Ring the Golden 
Bell”.

TH School에서는 모든 해외국적의 학생들에게 
베트남어 수업을 제 2 외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노이 현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이 긍정적인 
국제적 사고방식을 기르고 베트남이 제공하는 모든 
부분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은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공부하여 수업에서 
배운 언어가 하노이/베트남에 있을 때나 친구들과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베트남어 학습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어휘, 문법, 발음 분석하기
- 주어진 주제와 실생활 상황을 연결하며 학습하기
- 베트남 이야기(동화 등) 읽기 및 듣기, 베트남 노래 
듣기 노래하기, 적절한 발음으로 말하기, 베트남 
이야기 쓰기, 주제 안에서 토론하며 글쓰기, 읽은 것을 
기록하기

베트남 문화는 지역이나 국가적인 축제뿐만 아니라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사회에 직접 접촉해보고 
경험하며 알아갈 것입니다. 학생들은 중추절이나 
우리의 전통 음력 축제인 “Tet”과 같은 베트남 문화와 
전통, 역사에 대해 배울 것이고, 거기서 등불을 만들어 
장식하고, 베트남 노래를 부르며 춤추고, “골든벨을 
울려라”와 같은 전통 게임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Vietnamese for International students overview
해외 유학생들의 베트남어 수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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