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반-2 학년 ISQ 방과후 활동 (ASA) 
2021 년 1 월 4 일 월요일부터 3 월 29 일까지 

 
K-2 롤러 블레이드 (월요일) 

 
Mr. Sun 선생님은 노산구 “Qudong”이란 어린이 

스포츠 센터에터 근무하십니다. 선생님은 2019 년 

전국 롤러블레이드 칭다오 대회에서 1 등을 

하셨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스케이트 기술을 배우고 롤러스케이트 연습을 할 

것입니다. 첫번째 세션이 끝난 후 학생들은 본인의 

장비를 가져와야 합니다.  

K-2 기초 바이올린 (월요일) 
 Mr. Dong 선생님은 칭다오 지역에서 외국인 

아이들을 많이 가르친 경험 많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인내심이 많으시고 완전 초보인 학생들도 

잘 상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시면 Mr. Dong 선생님 이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학교에서 

제공될 것입니다. 
 

K-2 STEAM 과학 수업 (월요일) 

 

 “French-Fries,”라고 알려진 선생님은 "Shark's Park" 
Kid's College (칭다오 센터)에서 금상을 받으셨으며,  
칭다오 초등학교의 STEAM 초빙교사입니다. 손으로 

하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 그는 학생들이 관찰하고 

가정하고 실험하는 것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1 년 1 월 6 일 월요일부터 3 월 31 일까지 

 
K-2 축구 (수요일) 

  17 년간 프로 축구선수였던 Sandor 코치는 헝가리, 

난징, 칭다오 다수 축구 클럽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선생님은 12 년전 축구 코치를 시작하셨고 2013 년  
Great Football United 를 설립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축구 레슨을 제공하고 계시며 

칭다오에서 국제적인 축구 커뮤니티를 

만드셨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통해 축구 기술을 

배우고 연습을 할 것입니다.  

K-2 댄스 교실 (수요일) 

 

 
Ms. Chi 는 “Zhuiyi”라는 댄스 교실의 강사입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한  step-by-step 커리큘럼을 

개발하셨으며 발레를 기초로 한 댄스를 주로 

가르치십니다. 선생님의 수강생들은 칭다오 TV 춘절 

특별방송에 출연했고 몇몇 댄스 컨테스트에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K-2 경극 (수요일)  

 
 
Mrs. Ma 는 국가 자격 2 급 전문 경극 배우입니다. 

그녀는 국가 “Red Plum” 대회에서 1 등상을 받았고  
일본, 브라질 등에서 문화교류 활동도 하셨습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경극의 역사와 특성, 경극을 

보는 방법, 노래 등을 배우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G3-5 ISQ 방과후 활동 (ASA) 
2021 년 1 월 4 일 월요일부터 3 월 29 일까지  

 
G3-5 축구 (월요일) 

 

 
17 년간 프로 축구선수였던 Sandor 코치는 헝가리, 

난징, 칭다오 다수 축구 클럽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선생님은 12 년전 축구 코치를 시작하셨고 2013 년  
Great Football United 를 설립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축구 레슨을 제공하고 계시며 

칭다오에서 국제적인 축구 커뮤니티를 

만드셨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통해 축구 기술을 

배우고 연습을 할 것입니다. 

G3-5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월요일) 

 
 
Mr. Pang 은 몇년간 학생들에게 코딩과 

프로그래밍을 가르쳤습니다. 지난해 선생님의 

수강생들은“Odyssey of the Mind” 에서 1 등상을 

받았으며 올해 그들은 Python 1 급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이 수업에서 스크래치 프로그램의 

기초를 배우고, 2 개의 애니메이션과 2 개의 게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통해 아트, 수학, 물리 등을 배울 

것입니다.   

G3-5 코바늘 뜨기 (월요일) 
 

Ms. Yang 은 10 년 이상 미술 교육과 의상디자인 

분야에 종사하셨습니다.  이 수업에서 선생님은 기초 

코바늘뜨기를 배우고 팔찌, 컵받침, 팬던트, 손가방 

등을 만들어볼 것입니다.  
 
 

G3-5 요리 교실 (월요일) 

 
 
Ms. Anna 의 요리교실에 초대합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요리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고 향신료의 기원과 

맛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모든 요리 재료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2021 년 1 월 6 일 수요일부터 3 월 31 일까지 

 
초등부 학생회 (수요일) 

 초등부 학생회는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조직합니다. 3-5 학년 학생들 중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Mr. Crull 선생님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워스쿨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Mr. Crull 선생님이 지원서를 받고 

승인을 하신 후 파워스쿨에 등록을 하실 것입니다.  

G3-5 수채화 교실 (수요일) 
  

Mr. Yu 선생님은 미술을 사랑하시고 서예를 비롯한 

중국 미술에 조예가 깊으십니다. 학생들은 수채 

물감을 이용해 다양한 사물들을 그려볼 것이며, 

상상력을 동원하고 물감을 이용해 동식물을 

표현하는 법도 배울 것입니다.  

G3-5 Sharing Sound 밴드 (수요일) 
 
 

The Sharing Sound 는 ISQ 고등부 클럽입니다. 이 

학생들은 그들의 음악적 재능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악기 레슨을 해줄 것입니다. 간단한 스케일에서 

화음을 맞추는 것까지 이 클럽 학생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악기를 새로 시작하는 아이들이나 기술을 

더 익혀야 하는 학생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G3-5 과학 실험반 (수요일) 

 

 
ISQ 에는 열정적인 과학실험반 클럽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특별하고 재미있는 과학 

실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은 매주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받을 

것이며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워스쿨에서 방과후 수업 등록 방법 
 
1.  https://powerschool.iscglobal.org/public/home.html 로 가서 파워스쿨 부모님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해당 초등부 학생의 이름을 2.  
클릭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Activities” 를 클릭합니다.  
 
 
 
 
 
 
 
 
 
 
4.  실제 비용은 USD ($)가 아니라  RMB 기준입니다.  우선 관심있으신 활동의 “View”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Enroll” 을 클릭하시어 월요일/수요일의 활동들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