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ent Guide to Grade 5 PYP Exhibition
What is PYP exhibition?
The exhibition is the culminating, collaborative experience in the final year of the Primary
Years Programme. In the PYP exhibition, students demonstrate their understanding of an
issue or opportunity they have chosen to explore. The exhibition is based on a local or
global issue or opportunity. They undertake their investigation both individually and with
their peers, together with the guidance of a mentor. Through the exhibition, students
demonstrate their ability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learning—and their capacity to take
action—as they are actively engaged in planning, presenting and assessing learning.
The exhibition is a powerful demonstration of student agency, as well as the agency of the
community that has nurtured them through their years in the PYP. The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es in the exhibition, supporting and celebrat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ly
minded students who make a positive difference in their lives and the lives of others.
When is the sharing of the PYP exhibition? (more details will follow)
• Tuesday, June 4 after school hours
• Wednesday, June 5 during school hours
How can I help?
You can offer support and guidance in these ways:
• If you or know people who can provide expertise on any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contact your child’s teacher.
• Provide assistance in locating additional resources for your child’s topic
• Continue to encourage your child throughout their learning journey.
• Celebrate their learning journey and achievements at the PYP exhibition.

Thank you,
Ms. Terrell
Mr. Damroth
Ms. Kim
source: PYP-From principles into practice

5학년 PYP 전시회 학부모 가이드
PYP 전시회란 무엇인가요?
초등학교 과정 가운데 마지막 해에 이루어지는 최종의 협동학습 경험입니다. PYP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그들 스스
로 탐구하기로 선택한 주제나 기회들에 대하여 학습한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발표는 지역적인 혹은 세계적인 주
제나 기회들을 다룹니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친구들과 공동조사를 수행하고, 멘토 교사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전시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발표하고, 학습평가에 관여하게 될 때, 그들은
학습과 수행 능력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시회는 학생 공동체 그리고 PYP 과정의 수년간의 시간을 통해 서로 보살핌을 주고 받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강력
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 공동체로서 자신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국제적인 지성의 학
생들로 성장한 것을 서로 지지하고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PYP전시회 날짜는 언제인가요? (최종 일자 미정)
•

6월 4일 화요일 방과 후

•

6월 5일 수요일 수업 시간 중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주변에 ‘지속가능 개발목표’ (SDG) 에 관해 전문성을 소유한 자가 있다면, 담임 선
생님께 연락 해주십시오.

•

귀하의 자녀가 진행하는 탐구 주제와 관련된 재료들을 찾는 일에 도움을 주십시오.

•

배움의 여정 가운데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하여 격려하여 주십시오.

•

PYP전시회에서 발표되는 학습 여정과 성과들을 축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s. Terrell
Mr. Damroth
Ms. Kim:

source: PYP-From principles into prac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