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IS	Educa+onal	Visits	2017-18
A	programme	of	cultural	ac+vi+es,	inter-school	collabora+on,	curriculum	

extension,	service	learning	and	outdoor	educa+on	outside	Qingdao

Dear	Parents,	

At	QAIS	our	teachers	do	more	than	simply	teach	within	four	walls.	We	believe	that	there	is	great	value	in	
learning	in	other	environments	both	from	experts	and	from	students	working	collaboraBvely	with	other	
students	from	other	schools	to	build	and	create	experiences	that	we	cannot	obtain	solely	at	QAIS.
There	will	always	be	opportuniBes	for	QAIS	students	to	work	using	the	natural	and	human	resources	within	
Qingdao	throughout	the	school	year,	but	we	also	know	that	our	students	have	previously	had	life-changing	
experiences	from	educaBonal	visits	further	afield	and	will	conBnue	to	grow	their	passions	and	curiosity	during	
future	visits.

This	brochure	gives	basic	details	of	all	the	planned	educaBonal	visits	outside	Qingdao	that	teachers	have	
planned.	The	cosBngs	are	approximate	and	will	depend	on	final	bookings	made	when	we	have	all	the	students	
signed	up.	We	rarely	expect	costs	to	be	over	those	published,	but	of	they	are	we	will	inform	you	of	these	
immediately	so	that	you	can	review	your	choices.	If	the	costs	of	trips	fall	below	the	monies	paid,	then	the	
balance	will	be	refunded.

Please	note	that	some	trips	have	both	a	maximum	and	minimum	number	of	places	available.	If	trips	do	not	
reach	the	minimum	number,	then	they	will	not	run	and	any	deposits	paid	will	be	returned.	When	visits	reach	
the	maximum	number	of	students,	then	further	students	will	be	put	on	a	waiBng	list	and	cannot	be	
guaranteed	a	place.	Please	express	your	interest	quickly	in	order	to	avoid	disappointment.

Read	further	about	the	amazing	range	of	acBviBes	that	students	are	being	offered	at	QAIS.

Mark	Brierley,	Secondary	Principal
September	2017



Calendar	of	Visits

Visit Dates Loca+on Curriculum Grade(s) Cost	(RMB)

Nanjing	
Cultural	Visit

24th	-	27th	
October
2017

Nanjing,	China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9	&	10 3,800

Cultural	
Crossroads

26th	-	29th	
October	
2017

Xi’an,	China HumaniBes 8 3,300

AMIS	Music	
Fes+val

2nd	-	5th	
November

2017

Beijing,	China DP	Music 11 4,800

ISTA 7th	-	10th	
March
2018

Daejeon,	South	
Korea

The	Arts 6,	7	&	8 4,500

Nanjing	Tu	
Lou

9th	-	13th	
April
2018

Fujian,	China Chinese	culture	
and	Community	

Service

6,	7	&	8 5,000

Lhasa	&	Mt.	
Everest	Base	
Camp

13th	-	21st	
April	
2018

Tibet,	China Science 8,	9,	10,	
11	&	12

12,000

MMUN 30th	April	-	
8/9	May	
2018

Rome,	Italy Peace	Studies 6,	7,	8,	
9	&	10

16,000



Nanjing,	China

Outline	Nanjing	is	a	former	capital	ciBes	of	China	having	served	as	the	capital	city	several	Bmes	during	the	
period	300	CE	to	1949	and	is	recognised	as	one	of	the	four	Great	Ancient	Capitals	of	China.	It	contains	a	
treasure	trove	of	cultural	and	literary	treasures	that	document	the	changes	in	China	over	2	millennia	and	the	
newly	renovated	Nanjing	Museum	is	one	of	the	outstanding	museums	of	the	world.
Nanjing	has	been	a	place	that	has	adracted	intellectuals	and	outstanding	talent	since	the	Tang	and	Song	
dynasBes,	and	it	is	the	final	resBng	place	of	the	‘The	Father	of	the	NaBon”	of	the	first	Republic	of	China.

Educa+onal	Objec+ves	Grade	9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students	have	previously	studied	units	of	ciBes	
and	their	related	cultural	pros.	They	have	learned	the	literary	pros	style	and	read	literary	works	directly	related	
to	the	vicissitudes	of	this	ancient	city	through	its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s.	Nanjing	is	a	city	where	we	can	
explicitly	find	these	traces	and	the	historic	roots	and	contexts	of	literature	can	be	explored.
The	visit	will	include	many	Chinese	NaBonally	important	Cultural	sites	including	Ji	Ming	temple,	Nanjing	
University,	Jiangning	Weaving	Museum,	Xuanwu	Lanke,	Sun	Yat-sen	Mausoleum,	Ming	Xiaoling	Mausoleum,	
the	Purple	Mountain	Observatory	and	the	Qinhuai	River	and	the	ancient	city	wall	as	well	as	many	more.
As	Almon	Yao,	Chinese	B	teacher,	is	also	a	chaperone	on	this	trip,	this	is	also	an	ideal	opportunity	for	non-
Chinese	speakers	to	develop	their	Chinese	language	skills	in	cultural	contexts	and	to	develop	a	greater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e.

Visit	Overview Dates
24th	-27th	October,	2017

Loca+on
China,	Nanjing

Accommoda+on
Shared	hotel	rooms	in	Nanjing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Students
Grades	9	&	10

Cost
RMB		3,800

Not	included
RMB	200-300	for	incidentals

Number	of	students
Minimum	10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Vivian	Cui		vcui@qingdaoamerasia.org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Vivian	Cui		vcui@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Cultural	Crossroads:	Xi’an

Outline	The	HumaniBes	teacher,	Brian	Quist,	has	planned	a	visit	to	Xi’an	in	Shaanxi	Province,	China.	Xi’an	is	
olen	considered	the	birthplace	of	Chinese	CivilizaBon	and	is	the	eastern	end	of	the	famous	Silk	Road.	“The	
First	Emperor”	was	based	at	Xi’an	when	he	united	China	where	Xi’an	conBnued	to	be	the	capital	of	China	for	
the	next	13	dynasBes,	which	lasted	for	nearly	1000	years.	Xi’an	is	the	fountainhead	of	Chinese	civilizaBon.	
Many	Chinese	say	that	you	have	not	seen	China	unBl	you	have	been	to	Xi’an.	
Today,	Xian	sBll	stands	at	a	cultural	crossroads	with	strong	ethnic	and	religious	groups	and	idenBBes	exisBng	
within	the	city.	The	Silk	Road	brought	both	ChrisBanity	and	Islam	from	“The	West”,	and	one	of	the	first	
mosques	built	in	China	sBll	stands	in	the	Muslim	Quarter	today.	That	Muslim	Quarter	is	one	of	the	oldest	firmly	
established	Muslim	communiBes	in	China	and	it	sBll	vibrantly	flourishes	today.	The	Buddhist	religions	from	the	
south	and	the	organically	grown	Chinese	philosophy	Taoism	have	all	made	their	presence	felt	in	the	city	as	
well,	combining	for	a	unique	mixture	of	human	experience	and	perspecBve.

Educa+onal	Objec+ves	This	field	trip	extends	knowledge,	ideas,	and	discussions	that	are	being	studied	in	our	
current	HumaniBes	unit.	Students	will	visit	historic	Buddhist	and	Taoist	temples	in	the	city	as	well	as	the	Great	
Mosque	of	Xi’an	and	an	historic	Catholic	church	to	invesBgate	how	religions	have	impacted	the	local	culture	
within	the	city.	When	possible	students	will	interview	locals,	monks,	priests,	and	curators	about	their	
understandings	of	how	religion	has	influenced	Xi’an	today	as	well	as	in	the	past.	Finally,	students	will	edit	film	
footage	that	they	collect	and	create	their	own	documentary	that	compares	and	contrasts	the	way	religion	has	
impacted	Chinese	culture.	

Visit	Overview Dates
26th	-29th	October,	2017

Loca+on
China,	Xi’an

Accommoda+on
Shared	hotel	rooms	in	Xi’an.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Students
Grades	8

Cost
RMB		3,300

Not	included
Personal	spending	money

Number	of	students
15	Students	maximum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Brian	Quist		bquist@qingdaoamerasia.org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Brian	Quist		bquist@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ISTA,	South	Korea

Outline	ISTA,	the	Interna'onal	Schools	Theatre	Associa'on	is	a	not	for	profit,	registered	charity,	every	penny	
made	goes	back	into	its	work.	It	is	organisaBon	born	out	of	a	love	of	theatre,	educaBon	and	young	people.	Its	
members	include	young	people	gerng	to	learn	from	top	theatre	professionals	and	arBsts	from	all	over	the	
globe,	many	of	whom	are	extraordinary	pracBBoners	flown	in	to	teach	young	people	a	huge	range	of	skills.
Skills	honed	by	working	at	the	very	top	of	their	game	in	professional	theatres	as	actors,	directors,	designers,	
stage	managers,	and	choreographers.
ISTA	springs	directly	out	of	IB	philosophy	and	is	administered	and	organised	by	very	experienced	IB	
pracBBoners.	Through	ISTA	students	change	and	become	more	confident	with	stronger	communicaBon	skills,	
more	passionate	about	the	world	of	theatre,	having	made	life	long	friends,	and	being	totally	inspired	by	the	
collaboraBon	with	other	students	and	great	arBsts.	An	ISTA	trip	will	resonate	with	your	child	for	many	years	to	
come,	regardless	of	their	eventual	chosen	profession.	An	ISTA	trip	will	help	develop	the	competencies,	skills	
and	qualiBes	that	every	employer	wants	and	every	student	needs.

Educa+onal	Objec+ves	The	outstanding	success	of	the	producBon	and	realisaBon	of	Seussical	the	Musical	by	
QAIS	last	year	has	a	debt	of	graBtude	to	the	outstanding	work	of	the	Arts	Faculty	at	QAIS,	students	and	
teachers	alike,	but	there	is	also	no	doubt	that	the	school	visit	to	ISTA	in	Shanghai	last	year	helped	to	moBvate	
and	focus	students	on	their	collaboraBve	and	personal	performances.	
This	year,	ISTA	will	help	complement	and	enhance	MYP	Drama	classes	and	provide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allow	students	to	place	their	MYP	coursework	into	a	larger,	professional	context.	The	overall	benefits	of	ISTA	
visits	transcend	Bme	because	it	helps	students	to	become	more	effecBve	in	everything	that	they	do	as	
individuals,	as	community	members	and	as	part	of	society.

Visit	Overview Dates
7th	-10th	March,	2018

Loca+on
South	Korea,	Daejeon

Accommoda+on
Lodging	in	family	homes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Students
Grades	6,	7	&	8

Cost
RMB		4,500

Not	included
RMB	200-300	for	incidentals

Number	of	students
16	-	20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Lauren	Borodenko		lborodenko@qingdaoamerasia.org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Lauren	Borodenko		lborodenko@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Fujian	Nanjing	Tulou,	China

Outline	Fujian	Tulou	is	a	designated	UNESCO	World	Heritage	Site.	The	area	consists	of	mulB-storey,	forBfied	
buildings	made	of	wood	and	earth	many	of	which	are	800	years	old.	They	are	described	as	towns	of	communal 	
and	defensive	living	that	have	a	harmonious	relaBonship	with	their	environment.	They	are	model	communiBes 	
housing	for	‘equals’	and	housed	families	for	generaBons	and	also	served	as	defences	against	invaders.
The	relaBonship	of	the	massive	buildings	to	their	landscape	embodies	both	Feng	Shui	principles	and	ideas	of	
landscape	beauty	and	harmony.

The	tulou	are	excepBonal	in	terms	of	size,	building	tradiBons	and	funcBon,	and	reflect	society’s	response	to	
various	stages	i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within	the	wider	region.

Educa+onal	Objec+ves	AcBviBes	have	been	arranged	by	the	owner	of	Tu	Lou.	These	acBviBes	will	include	
working	with	nature	(such	as	tree	planBng,	harvesBng	bamboo	shoots	and	also	cooking)	and	appreciaBon	of	
the	aestheBc	and	harmony	with	which	met	both	their	communiBes’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and	reflect	in	
an	extraordinary	way	the	development	of	a	sophisBcated	society	in	a	remote	and	potenBally	hosBle	
environment.

Visit	Overview Dates
9th	-13th	April,	2018

Loca+on
China,	Fujian	Nanjing

Accommoda+on
Shared	hotel	rooms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Students
Grades	6,	7	&	8

Cost
RMB		5,000

Not	included

Number	of	students
Minimum	14	students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Almon	Yao		ayao@qingdaoamerasia.org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Almon	Yao		ayao@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Lhasa	and	Mt.	Everest	Basecamp

Outline	Experienced	mountaineer,	science	teacher	and	outdoor	educaBon	teacher	Brendan	Madden	has	
planned	a	trip	that	will	give	QAIS	students	unprecedented	access	to	the	world’s	tallest	mountain,	Mt.	Everest.
StarBng	with	the	train	to	Lhasa	from	Qingdao,	stude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acclimaBse	to	the	extreme	
alBtudes	slowly	and	comfortable.	There	will	also	be	some	sightseeing	in	and	around	Lhasa	and	a	few	days	later	
students	will	climb	to	Mt.	Everest	Base	Camp	via	Lhasa	while	parBcipaBng	in	scienBfic	field	experiments	and	
interact	with	live	Ques'on	and	Answer	sessions	back	in	school.	
From	then	onwards,	Brendan	Madden	will	ascend	into	the	clouds	as	he	climbs	Mt.	Everest	and	plants	a	QAIS	
flag	on	the	summit.	Students	will	return		with	the	the	other	chaperones	back	to	Lhasa	and	then	finally	by	plane 	
to	Qingdao.	
This	is	a	once	in	a	life-Bme	experience	to	be	directly	involved	with	a	unique	adventure.

Educa+onal	Objec+ves	This	acBvity	will	be	integrated	into	the	science	curriculum	at	QAIS	so	that	all	students	
can	share	in	the	adventure.	It	specifically	relates	to	the	sciences	of	measurement	and	dynamics,	human	
metabolism,	thermodynamics,	environmental	impact,	human	medicine	and	human	water	supplies.	Aler	the	
trip,	Brendan	expects	to	host	our	own	TEDx	style	talk	to	the	Qingdao	Community	and	parBcipate	with	joint	
ventures	with	leading	organisaBon	including	Apple	and	Google	educators.

Visit	Overview Dates
13th	-21st	April,	2018

Loca+on
China,	Lhasa

Permits/Visas
Tibet	entry	and	travel	permits	
included

Accommoda+on
Varied:	Shared	rooms	and	breakfast	buffets	and	some	dormitory	
rooms	with	communal	bathrooms

Accommoda+on
Varied:	Shared	rooms	and	breakfast	buffets	and	some	dormitory	
rooms	with	communal	bathrooms

Students
Grades	8,	9,	10,	11	&	12

Cost
RMB		12,000

Not	included
Lunches,	dinners	and	guide	Bps

Number	of	students
6	minimum,	12	opBmum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Brendan	Madden		bmadden@qingdaoamerasia.org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Brendan	Madden		bmadden@qingdaoamerasia.org	

mailto:bmadden@qingdaoamerasia.org
mailto:bmadden@qingdaoamerasia.org


MMUN,	Rome,	Italy

Outline	Maria	Montessori	supported	the	work	of	the	League	of	NaBons	and	its	successor	the	United	NaBons	
as	a	forum	where	peace	could	be	created.	Maria	Montessori	formed	the	Social	Party	of	the	Child	in	
Copenhagen,	1937	and	worked	Brelessly	in	support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conjuncBon	with	UNESCO.	
Montessori	educaBon	through	Montessori	schools	lays	the	foundaBon	for	children	to	become	independent,	
self-actualized	and	compassionate	community	members.	
The	Model	UN	Program	forms	a	part	of	the	Science	of	Peace	that	Maria	Montessori	believed	was	the	real	
answer	to	war	and	conflict.	Currently,	more	than	200,000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parBcipate	
annually	in	the	Model	United	NaBons	Program.

Educa+onal	Objec+ves	MMUN	is	an	internaBonally	recognized	organizaBon	that	allows	students	to	experience	
a	simulaBon	of	UN	conference	with	professional	UN	pracBBoners.	MMUN	facilitates	internaBonal	collaboraBon	
which	aims	to	solve	current	issues	of	our	world.	This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QAIS	Mission	Statement,	the	
IB	philosophy	and	IB	learner	profile.	
Our	students	will	parBcipate	in	the	May	2018	MMUN	Conference	as	the	culminaBon	of	our	QAIS	based	MMUN	
classes.	Aler	the	conference,	we	will	have	Bme	to	take	in	the	glory	of	the	City	of	Rome	and,	Bme	permirng,	
visit	the	city	of	Florence	which	is	a	world	heritage	UNESCO	site,	the	birthplace	of	the	European	Renaissance,	
and	is	renowned	for	its	art,	architecture	and	historic	monuments.

Visit	Overview Dates
30th	April	-	8/9	May,	2018

Loca+on
Italy,	Rome	and	local	ciBes

Accommoda+on
Marriot	Hotel	&	Bed	&	Breakfast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Entrance	fees,	transport,	accommoda+on	and	meals
These	are	all	included	in	the	cost	of	the	trip.	

Students
Grades	6,	7,	8,	9	and	10

Cost
RMB		16,000

Not	included
200	RMB	for	meals	post-conference

Number	of	students
Maximum	20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Liz	Springer		aspringer@qingdaoamerasia.org
Further	details	
Available	from	Liz	Springer		aspringer@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mailto:bquist@qingdaoameras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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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IS	Educational	Visits	2017-18 

A	programme	of	cultural	activities,	inter-school	collaboration,	curriculum	
extension,	service	learning	and	outdoor	education	outside	Qingdao 

학부모님께	 	

 
QAIS 는 꽉 막힌 교실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QAIS 안에서만 행해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여러 학교의 학생들과 협업하고 배우는 것도 큰 가치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학교의 중고등학생들은 학기 내내 청도 내의 다양한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견학을 통해 

그들의 열정과 호기심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교사들에 의해 기획되고 제작하였으며 모든 교육적인 방문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가비는 대략적으로 예상된 금액이며, 참가학생들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예상경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결정되면 즉시 학부모님께 통지할 것입니다. 만약 예상경비가 낮아질 경우, 

잔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견학일정은 최소인원수와 최대 인원수 모집에 따라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 최소인원 모집이 되지 않는다면, 여행경비 전액은 

환불됩니다. 만약 최대인원수가 넘을 경우에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견학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한 후, 견학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QAIS 에서 제공하는 놀라운 활동들에 대한 소개는 밑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Mark	Brierley,	 중고등학교 교장	

2017 년	 9 월 



 

견학방문 일정 

Visit	 Dates	 Location	 Curriculum	 Grade(s)	 Cost	(RMB)	

 

Nanjing	
Cultural	Visit	

	
2017.	 	

10 월 4 일~	27 일	

	

중국, 난징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9 학년	 10 학년	 3,800	

Cultural	
Crossroads	
	
 

2017.	

	 10 월	 26 일~	

29 일	

중국, 시안	 Humanities	 8 학년	 3,300	

ISTA	 2018.	

3 월	 7 일~10 일	 	
한국, 대전	 The	Arts	 6,7,8 학년	 4,500	

Nanjing	Tu	
Lou	

2018.	

4 월 9 일~13 일	
중국, 푸젠	 Chinese	culture	

and	Community	
Service	

6,	7,	8	 학년	 5,000	

Lhasa	&	Mt.	
Everest	Base	
Camp	

2018.	

	 4 월	 13 일~	21 일	
중국, 티벳	 Science	 8,	9,	10,	 	

11,	12 학년	
12,000	

MMUN	 2018	4 월	

30 일~5 월 8/9 일	

이탈리아, 로마	 Peace	Studies	 6,	7,	8,	 	

9	,10 학년	
16,000	

 



 

중국, 난징 

Outline	 난징은 중국의 옛 수도이며, 서기 300 년부터 1949 년까지 여러 차례 수도 역할을 하였다. 또한 중국 4 대 옛 수도 중 

하나로 여겨진다. 난징은 2 천년에 걸친 중국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와 문학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 증축한 난징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박물관에 속한다. 당과 송나라 때부터 난징은 걸출한 학자와 문인을 배출하였으며 중화민국의 

국부가 마지막으로 잠든 곳이기도 하다. 

Educational	Objectives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을 배운 9 학년 학생들은 이미 도시의 구성과 그 도시들과 관련된 

문학작품을 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이 고대도시의 변천사와 관련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난징은 

우리가 직접 이런 자취를 탐방하고 문학작품에 깃든 역사와 맥락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번 난징 방문은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역사 장소인 계명사, 남경대학교, 강녕직물박물관, 현무호, 중산릉, 명효릉, 

자금산천문대, 친화이강, 고대성곽과 또 다른 많은 유적지의 방문을 포함합니다. 

중국어 B 수업 담당 교사이자 여행의 인솔자인 Almon Yao 선생님께서는 이번 난징방문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탐방을 통하여 중국어 실력을 향상하고 중국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Visit	Overview	 Dates	
2017 년	 10 월	 24 일부터	 27 일까지	

Location	
중국, 난징	

Accommodation	
난징 호텔	

여행경비에 입장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udents	
9,10 학년	

Cost	
3,800 위안	

불포함내역 	

RMB	200-300	 부가비용	

Number	of	students	
최소인원수 10 명	

자세한 내용은 Vivian	Cui 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vcui@qingdaoamerasia.org 

 



 

중국, 시안 

Outline	 인문학을 가르치는 Brian Quist 선생님께서는 중국 산시성 시안으로의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시안은 중국문화의 
발상지로 불려지며 유명한 실크로드의 동쪽 시발점입니다. “초대황제”인 진시황은 시안을 기반으로 중국의 통일을 이룩했고 이후 

시안은 천 년에 걸쳐 중국 열세 개의 왕조의 수도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은 가히 중국문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중국사람들은 시안에 가보지 못했다면 중국을 못 간 것 이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오늘날 시안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를 가지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문화교차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서방에서 전해져 왔으며 지금도 중국에 처음으로 지어진 모스크 중 하나를 시안 

무슬림 거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안 회족거리(回族街)는 중국에 생겨난 가장 오래된 무슬림 공동체 중 하나 이며 오늘도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남쪽으로부터 전해져 온 불교문화와 유기적으로 자생한 중국 도교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특성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문화를 시안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Educational	 Objectives.	 이번 현장학습은 우리가 현재 인문학을 통해 배우고 있는 지식, 아이디어, 토론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불교와 도교 유적사원의 탐방, 시안의 모스크와 역사유적인 천주교 성당의 방문을 통해 종교가 어떻게 

시안 현지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학생들은 현지인과 승려, 

신부님, 큐레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종교가 시안의 과거에 현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여러 종교가 어떻게 중국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주제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될 

것입니다. 
 

Visit	Overview	 Dates	
2017 년	 10 월	 26 일~29 일	

Location	
중국, 시안	

Accommodation	
시안 호텔	

여행경비에 입장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udents	
8 학년	

Cost	
3,300 위안	

개인용돈 비포함	

Number	of	students	
최대인원 15명.	

자세한 문의는 Brian	Quist	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bquist@qingdaoamerasia.org 
 



 

한국, ISTA 

Outline	ISTA, the International Schools Theatre Association 는 비영리 등록 자선단체로 모든 수익금은 이 단체가 진행하는 
활동경비로 사용됩니다. 이 단체는 연극과 교육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젊은 사람들의 열정에서 생겨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멤버들은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계각국에서 예술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배우, 감독, 디자이너, 무대 감독, 안무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TA 는 IB 철학을 실천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IB 실무자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ISTA를 통해 학생들은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학생들과 뛰어난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영감을 받게 됨으로써 자신들의 소통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키우고 연극에 대해 더욱 큰 열정을 갖게 됩니다. ISTA 참여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ISTA는 졸업 후, 사회단체나 기업들이 선호하는 인재가 될 것이며, 또 

모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자질, 능력과 자격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 입니다. 
 Educational	 Objectives	 2016 년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Seussical the Musical 의 제작과 공연은 QAIS 인문학부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ISTA 상하이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이 학생들의 협업과 공연에 큰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에 집중하게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전에서 개최되는 ISTA 참여는 중등부 드라마 수업을 보완, 강화하여 학교수업활동을 더욱 전문적인 환경에서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임하게 하며 그런 경험은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Visit	Overview	 Dates	

2018 년	 3 월 7 일~10 일	

Location	

한국, 대전	

Accommodation	 민박	 	 여행경비에 입장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udents	
6,	7,	8 학년	

Cost	
RMB	 	 4,500	

불포함 내용 	

RMB	200-300	 부가비용	

Number	of	students	
16 명에서 20 명	

자세한 내용은	 Lauren	Borodenko 에게 문의바랍니다.	 	
lborodenko@qingdaoamerasia.org	

 



 

중국, 푸젠 투로우 

Outline	 푸젠 투로우는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지역의 건물들은 흙벽과 나무 골조로 지어진 
다층구조의 건축물로 방어용의 목적도 갖고 있으며, 어떤 구조물은 80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건축물들은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룬 집단거주와 방어용 기능을 갖춘 소도시로 일컬어집니다. 투로우는 공동체내 주민들의 평등거주를 실현한 
모델로 여겨지며 세대에 걸쳐 주민들이 살아왔고 침략에 대비해 방어시설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들은 풍수 
지리학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되었고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아름답게 잘 구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투로우는 규모, 건물이 갖고 있는 전통과 기능면에서 이례적이며, 주위 광활한 지역의 여러 단계에 걸친 경제와 역사시기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Educational	Objectives	 투로우 소유주가 편성한 자연 속 활동(나무심기, 대나무 수확, 요리하기)등은 신체적, 정신적 필요에 

의해 주민들이 건물에 녹여낸 아름다움과 조화에 대한 감상의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지지역의 특성과 그로 

인한 타인에 대해 적대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 수준 높은 사회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Visit	Overview	 Dates	
2018 년	 4 월	 9 일~13 일	

Location	
중국, 푸젠	

Accommodation	
호텔	

	 여행경비에 입장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udents	
6,7,8 학년	

Cost	
RMB	 	 5,000	

 

Number	of	students	
최소인원 14명	

자세한 사항은 Almon	Yao 에게 문의바랍니다. 	 	
ayao@qingdaoamerasia.org	

 



 

라싸,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Outline	 경험이 풍부한 산악인이자 과학과목과 아웃도어 교육을 맡고 있는 Brendan Madden 선생님은 이번에 QAIS 학생들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뜻 깊은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청도에서 라싸까지 기차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없이 고도의 변화에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라싸 시내와 주변 
경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후, 라싸에서 출발 해 에베레스트 산 베이스 캠프 등정에 나서게 됩니다. 등반 과정에 

과학실험을 진행하게 되며 학교와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rendan 선생님께서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에 나서게 되며 산 정상에 QAIS 교기를 꽂을 계획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인솔자와 함께 라싸로 돌아와 청도행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이번 여행은 아주 특별한 모험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Educational	Objectives	 이번 활동은 모든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모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QAIS 커리큘럼에 통합할 

것입니다. 이번 활동은 교육적으로 특히 측량과 동력학, 인체 신진대사, 열역학, 환경이 주는 영향, 의학, 식수공급 등 분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추후 Brendan 선생님은 청도에서 TEDx 스타일의 강연을 주최할 예정이며 선두적인 벤처기업인 애플, 구글과 
같은 기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Visit	Overview	 Dates	
2018,	4 월	 13 일~21 일	

Location	
중국, 라사	

Permits/Visas	
티벳 출입증과 여행허가서 필요	

Accommodation	
공유 객실과 아침 식사 뷔페, 공동 화장실이 딸린 기숙사 방 

Students	
8,	9,	10,	11	&	12 학년	

Cost	
RMB	 	 12,000	

불포함내역	

점심, 저녁식사, 가이드 팁	

Number	of	students	
최소인원 6명, 최적인원 12명	

자세한 사항은	 Brendan	Madden 에게 문의바랍니다. 	 	
bmadden@qingdaoamerasia.org	 	

 



 

MMUN,	 이탈리아, 로마 

Outline	 마리아 몬테소리는 평화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국제연맹(the League of Nations)과 그 뒤를 이어 생겨난 유엔(UN)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녀는 1937 년 코펜하겐에서 어린이 사회당을 결성하였고 끊임없이 유네스코(UNESCO)와 함께 어린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은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 일원으로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마리아 몬테소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평화의 신념 

일부분으로 MMUN 프로그램이 전쟁과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현재, 200,000 명 이상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이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The	Model	UN	Program	forms	a	part	of	the	Science	of	Peace	that	Maria	Montessori	believed	was	the	real	
answer	to	war	and	conflict.	Currently,	more	than	200,000	high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e	
annually	in	the	Model	United	Nations	Program. 

Educational	 Objectives	 MMUN 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구로서 학생들이 직접 유엔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유엔 회의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게 합니다. MMUN 은 세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다방면의 노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QAIS 의 강령과 IB 철학, IB learner profile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QAIS에서 진행하는 MMUN 수업의 
완성으로 2018 년 5 월 MMUN Conference 에 참여하게 됩니다. MMUN 참석 후, 우리는 로마를 탐방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유네스코 유산이자 유럽 르네상스의 발상지이고 예술, 건축과 유적으로 유명한 플로렌스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Visit	Overview	 Dates	
	 2018,	4 월	 30 일~5 월	 8/9 일	

Location	
이탈리아 로마와 주변도시	

Accommodation	
메리어트 호텔	

	 여행경비에 입장료,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tudents	
6,	7,	8,	9	and	10 학년	

Cost	
RMB	 	 	 16,000	

불포함내역	

회의 완료 후,200	RMB 상당의	 식사비	

Number	of	students	
최대인원 20 명	

자세한	 사항은	 Liz	Springer	 	 aspringer@qingdaoamerasia.org	 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