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의 바쁜시기의 끝인데 
저희의 온라인 뉴스레터에 온신걸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일중에 몇몇 
하이라이트로는 매년 이루어지는 High 
School Week Without Walls 여행을 
베트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로 
가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5월달에 있는 IB Finals를 
준비하기 위해 모의고사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DP Art 
Exhibition, PYP Exhibition과 MYP 
Personal Project Exhibition을 통해 
창의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ISS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점점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교육은 
항상 진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새롭고 더 나은 교육방법을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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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갑니다. 21세기의 사회는 몇년 전과 
비교해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기술과 
능력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학생들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들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야하는 데, 교사들은 
어떻게 그들을 성공적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시킬 수 있을까요?

다행이도, 우리는 우리 학생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고, 학생들은 
저희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미래 
사회에 유용해질지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들은 현대 사회에서 그들이 맞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매일 
겪는 사회의 압력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능력,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 띄어난 소통능력, 
팀워크, 자기관리와 연구능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항상 최신용으로 준비할까요? ISS에서 
우리는 교사들이 자신의 과목과 21
세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꾸준히 교육 
받도록 합니다. 저희는 모든 교사들에게 
그들의 분야의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최신형 정보이고, 
가르치는 방법을 최신식으로 만듭니다. 
저희는 학교내에서 전문적인 개발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전문가들을  모셔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강의를 엽니다. 
과거에 저희는 Approaches To 
Learning (ATL’s)와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에 대한  강의를 열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 외에도 
기술, 분화, 피드백에 대한 강의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는 교사들이 
참석하는 캠프를 하루동안 열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감성지능에 대해 
배웠습니다.

Nicola Zulu

High School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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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부모들은 싱가포르에서 그들의 자녀가 
영어를 사용하는 국제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잘 모를 수도 있다. ISS 
International School 의 Lead Teachers, Ms Fiona 와 Ms Janienne 는  
어떻게 영어를 많이 접해보지 못한 학생들도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다른 언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의 장점은 뭔가요?

J: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21세기에 글로벌한 
사람이 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는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적, 과학적, 
금융적인 대화에 자주 쓰이고, 세계에서 가장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겠지만, 전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도 영어를 가르치면 국제학교에 들어갈 수 있나요?

F: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영어를 쓰지 않는 학생들을 받는거에 대해 다른 관점들이있을 수 있습니다. 
ISS 국제학교에서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는 프로그램이 이 
학생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지원을 많이 줍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리에게 영어를 잘 못하는 상태로 왔지만, 점차 영어능력이 
늘어났고 교내 활동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성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ESL” 학생들 중 호주,캐나다,영국 혹은 미국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대학들로 진로를 정하는 아이들이 많다는것이다. 게다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2016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도 “ESL” 
학생이였다!

외국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는 도중 학교에서의 메인 활동들 참여가 가능한가요?

J: 네,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아이들과 같은 메인스트림반으로 들어가게 
되며, 영어를 조금 더 독립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영어 보충수업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은 이것을 학생 개개인에 맞춰서 진행합니다.학생들이 
보충수업을 안 받아도, 보통수업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몇 내용들은 
그들을 위해 조금씩 바꿔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배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J: 누구든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두 배우는 속도가 
다릅니다. 보통 학생들은 1년에서 2년사이에서 회화를 마스터하고, 완벽한 
네이티브처럼 말하려면 5년에서 7년정도 걸립니다.

F: 모든 학생들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칠 때도 다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ISS 국제학교의 특별한 점은 바로 한 반의 학생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학생들을 더 잘 알고, 학생들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죠. ESL부서는 항상 학생들의 진도를 토론하고 그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ISS 알아보기 2

내 아이는 영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일부를 쓰기

재미있는 젤리 만들기 활동을 하며 과학 관련 
단어 학습

새로운 단어를 함께 말하는 연습

– Ms. Fiona

One of the biggest indicators 

of success for us is the 

sheer number of former 

‘ESL’ students who go on to 

study at English-speaking 

universities in Australia,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fact, our top scoring 

International Baccalaureate 

student in 2016 was once in 

our ESL program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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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내 아이는 영어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 continues.

이 기회에 ISS 가족에게 저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ISS와의 첫 인연은 1994 년 미국 교육 센터 (이전 
American College)의 직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CAE는 
ISS 그룹의 연장으로 학생에게 중등 이후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CAE에서 2003 년까지 학생들에게 입학, 
마케팅 및 학업 상담 서비스를 포함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2003 년에 ISS 내에서 미국 교육 정보 센터를 관리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 받았습니다. USEIC은 

물로 땅에 쓰면서 우리 철자법을 재미있게 연습 하십시오!

Karen 
Kaylor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 및 
가족들에게 학업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USEIC은 원격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국 및 캐나다 대학에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표준 그룹 테스트와 개인 
테스트 시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2010 년 10 월 ISS Board of Advisers (싱가포르 
및 베이징 캠퍼스)에 초청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일 해온 많은 임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이사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원 핸드북에 명시된 정책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생들을 위한 학업 프로그램과 옵션에 
이르기까지 학교 관리 및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동료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조만간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관심은 
ISS 공동체의 학생들과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학교 행사와 PTA 모임에서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사회 맴버 알아보기

우리아이가 영어를 배우지 못하면 어떡하죠?

J: 제 경험상 모든 학생들은 도움과 좋은 환경이 있으면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짧은 텍스트로 
읽기를 배우고 몇몇 학생들은 단어 암가를 하기도 하면서 
몇몇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배웠던 단어들을 복습하죠. 
난독증이 있는 학생들도 도움과 촉감 등을 통해 영어를 
배운는 것이 가능합니다. 

F: 안전한 배움 환경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서로 다른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오죠. 이것들은 모두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어를 빨리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F: 독서를 많이해야겠죠. 독서를 즐겨야 합니다. 꼭 
소설을 읽어야할 필요는 없고, 잡지나 블로그글들도 
괜찮습니다. 영어로된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요. 그 영화를 
책으로 읽는 거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아야하고 영어와 함께 숨쉬어야 합니다!

J: 그리고, 영어를 쓰는 친구들과 놀고 소통하는것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빨리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특별 
영어캠프등도 빠른 실력향상을 위한 방법이지요. ISS에서도 
봄과 여름학교가 영어실력을 늘려주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ISS 봄 학교에 대한 정보는 issspeingschool@edu.sg
에서 찾아볼 수 있고, 문제들이 있다면 springschool@iss.
edu.sg, 혹은 +65 9722 5340에 연락을 주시면됩니다.

여름학교의 경우, 같은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summerschool@iss.edu.s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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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8 일 목요일에 개최 된 올해의 개인 프로젝트 전시회는 올해 10 학년 
학생들이 완료한 다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MYP의 마지막 해에는 개인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학습 (ATL) 기술을 익히고 강화하며, 주제별 
학습을 통합하고, 개인적인 관심 분야를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개인적이고 창조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감독하에 지난 6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 : 놀라운 성공! 과정 전반에 걸쳐 습득 한 ATL 기술은 
매우 중요하며 11 학년과 12 학년의 IB 디플로마 과정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에게 지지를 해주신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감사드립니다.

-10 학년 학생- 

개인 프로젝트는 교사가 중재를 위해 IB에 보내기 전에 내부적으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최종 결과는 2017 년 8 월 초에 ISS에 보내질 것입니다.

9 학년 학생들은 질문을 합니다

‘바틱하는 법’에 대한 지도 공유

학부모님들도  프로젝트에 초대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는 10 학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눔

중학교  개인 프로젝트 전시회
By Ms. She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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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rie 의 수탉 그림 

중국설날을 축하하는 방법

우리의 국제적인 공동체로, 교사 및 
모든 학년에 걸쳐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발하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수탉의 
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초등 학생들 중 일부는  설날을 
축하하기 위해 봄과 번영과 같은 중국어 
단어로 종이 폭죽과 종이 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기있는 
중국 새해 말과 서예를 사용하여 봄을 
나타내는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중국 조디악의 각 동물을 
묘사한 모자를 만들어 중국 조디악 
전설의 미니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친구들을 
위해 모임에서 춤과 노래를 통해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공 사이 공 사이’
와 같은 전통 음악을 배웠고 배운 것을 
토대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설날 행사의 중요한 
것이  가족과 함께 좋은 음식을 많이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돈이 가득한 
빨간 홍바오(hongbaos)를 행운의  
상징으로 줍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어 
조디악의 전설을 배웠습니다. “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은 폭죽을 
가볍게 치고 사자춤을 연주합니다. 

새해 축하 행사는 사자춤과 같은 많은 축제 행사와 함께 
매우 색다른 행사이지만 동시에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행사이기도합니다. 수탉 
예술품으로, “수탉”이라는 단어에 한자를 포함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조각에서 중국 설날과 관련된 모든 
장식, 문화 및 예술을 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설날은 매년 
새로운 흥미 진진한 
전통적인 활동, 의복, 
춤 및 음식으로 새롭고 
독특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버터 
같은 파인애플 타르트, 
케이크, 자두 및 과일, 
타르트, 달걀, 육포, 전통 
쿠키 또는 스낵과 같은 
음식은 다양한 맛을 
지니고 있으며, 각자 
한 입에 물기만 하면 
놀라 울 정도의 맛을 
선사합니다. 당신이 
설날을 경험할 기회를 
얻으면, 나는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과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Dorrie, ISS 학생

– Alex, ISS 학생

‘봄’이라는 단어의 종이 자르기!

즐거운 새해 첫날!

Alex 의 수탉 그림

6 학년 ‘행복한 수탉’

그들은 빨간색으로 집을 장식합니다. 
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저녁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설날 인사를 
배웠습니다. Gong xi fa cai(번영)  
Sheng ti jian kang!  (좋은 건강) 
Wan shi ru yi!  (모든 것이 당신의 
길로 간다) “

고등학생들은 수탉을 그렸고 설날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반영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WMGuPEzZ9PF7CZL47ZbLe8hgF6SDQ4O_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비주얼 아트 과정의 선배 학생들은 지난 2 년 동안 
창의력, 기술 능력, 다양한 재료 탐구 및 예술 제작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한  
큐레이터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DREAM이라는 마지막 예술 전시회에서 
마침내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일환으로 
제시된 작품은 지난 2 년 동안의 노력과 기술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개념화 및 
구체화부터 최종 실행 및 전시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 외에도, 
학생들은 DREAM에 전시 된 전시 텍스트 및 큐레이터의 근거를 포함하여 미술 
작문 및 연구 능력을 또한 향상시켰습니다.

     전시회에 참석 한 모든 사람들, 학부모, 가디언, 학생, 교사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아이디어 전달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선배학년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올해의 주니어 어치 브먼트 
(Junior Achievement) 상을 
수상한 기업은 기업 정신을 육성하는 
데 있어 탁월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약 12 주간의 
노력, 브레인 스토밍, 비즈니스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간단한 동기 
부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의 
다른 모든 학교들에 비해 2 위를 
차지하며 올해의 가장 좋은 광고 
상을 수상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교훈은 
기업가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잘 계획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의 
준비는 항상 남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집중하고 열정적인 당신의 필요성은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
- Sharaf, President of Mindful Mugs

12 학년 미술 전시회
By Ms. Larue

Mindful Mugs 승리

Mindful Mugs Win

Clarity by G. L.

Basic by L. B.예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예술에 대한 개념을 묻고 질문하기

1 등상을 수상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bit.ly/ISSMMugs 

6학생 성과와 공헌

https://bit.ly/ISSMMugs


우리의 동문은 전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ISS 동문회와 ISS 국제학교 
커뮤니티간의 채널을 오픈하여 
동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문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학창시절 ISS 에서 배운 것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간모임을 갖거나 
전문적인 회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문 소개

학교 동문 커뮤니티 7

우리는 우리 학교의 졸업생이 ISS 
에서   그들이 누구이고,그들이 무엇을 
해야하고,국제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운 시간들이   평생 배움의  
과정을 완성해 가는 동안  중요했다는  
것을 듣고  기뻤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우리 동문들의 
활동과 행사들에 대한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www.facebook.com/groups/
isssgalumni/

The variety of  

people from 

different races and 

backgrounds, the 

small classes, and the 

thorough teaching 

from every teacher, 

are some of the 

things I appreciate 

about ISS.

저는 2011 년 ISS International School (ISS)을 졸업 한 후 텍사스 테크 
대학교 (Texas Tech University)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 (Entrepreneurship 
집중)를 전공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하이 엔드 웹 개발 회사의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했으며 Microsoft 및 다양한 광고 대행사를 위한 대규모 웹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저는 요즘 텍사스 주 달라스에 있는 기술 미디어 회사에서 수석 디렉터로 
일하면서 잠재 고객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ISS는 제가 사업에서 특히 배우고 있는 모든 측면에서 틀 밖에서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실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여러 사례 연구를 하고 다른 
관점를 통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나는 일과 사회 환경 모든면에서 일상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지만, 특히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배경, 소규모 수업 및 모든 선생님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ISS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는 인종, 배경, 문화 및 
관점에서 나와 비슷한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내가 지난 2 년간 동안  중학교 시절을  
친구들과 동급생과 교사들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그룹을 만났던  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ISS taught me to think 
outside the box in every 
aspect of what I was learning 
there, especially in business.

Jakeb Stunz 와 그의 아내

– Jakeb Stunz, ISS Alumnus

– Jakeb Stunz, ISS Alumnus



Event Features 8

Walls Without High School Week는 우리 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산교육 
실천으로 가득찬 한 주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매우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모두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9 학년 학생들은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마을인 호 이안에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이 해안 마을에서 팀과 같이하는  많은 모험과 새로운 경험을 
고무시킨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10 학년은 캄보디아 시골에서 일상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일하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자연의 놀라운 세계에서 제공되는 야생 동물 및 기타 지역 명소를 
즐겼습니다.

11 학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롬복을 방문하여 IB Group 과학분야 4과목  
커리큘럼에 연계 된 가치있는 학습 경험에 흠뻑 빠져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2 
일간의 과학 조사와 2 일간의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학교에 돌아 
왔을 때 데이터를 대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룹 4 과학의 날에  친구들에게 
결과를 발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싱가포르 여행에 관해서, 학생들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요리, 롤러 코스터, 심지어 눈이 내리는 아침. 그러나 이 모든 즐거움은 한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이 여행을 함께 해준 교직원들에게 매우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교실 
밖의 이러한 경험이 우리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을 풍성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경험은 모든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진정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 잡지를 위한 Week Without Walls 기사  
By Ms. McCarthy

롬복 - 지역 학교 학생들과 게임하기

롬복 - 우리는 ISS를 위한 바이오 암석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미래의 학생들은 Gili T의 
ISS 바이오 암석 위로 스노클링을 하고 현재 산호 
성장의 양을 기록 할 수 있습니다

호 이안 - 가난한 집안의 그림 그리기

Singapore 알기 - 쿠킹 챌린지

Hoi An -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과 게임하기

Singapore 알기 -윌링하트 봉사할동Beng Pae - 위생 프로젝트 작업 Beng Pae - 위생 프로젝트 작업



Workshop 에서 교수진의 고찰 :

“이번 주에 교사들은 워크샵을 통해 얻은 기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S 교사는 학생들과 공유하고 평가 (즉, ISAs)에 
참여하기 위해 호흡 훈련을 연습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평가 전이나 도중 후에 학생을 긴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전반에 걸쳐 표준이 될 것이고 학생 스스로가 
주의 깊은 활동에 열중하게 됩니다.

직원들은 사고 방식의 이상을 받아들이고 학생들의 
학습을 최적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극대화하며, 지구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학생의 발전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 Mr. Taylor, 중학교 수장

“초등학교 1 학년 프로그램 (PYP)은 기술, 지식, 태도 
및 개인 성장을 포함하여 전체 아동 발달에 초점을 둡니다. 
감성 지능과 마음가짐에 관한 전문 개발 워크샵을 통해 
선생님들은 열린 마음, 호기심 및 수용을 통해 학생들이 현재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감정을 인정하고 교실 
내외부에 모두 존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 Ms. Skrtic. 초등학교 대표

“명상은 비 체계적인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교육에서 
배운 것은 학생들과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중의 하나로 아주 유용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1 분 정도의 명상을 통해 안정을 취하고 
편안하게 학생들을 진정시키고 앞으로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Ms. Lee, ISS 한국어 선생님

Event Features 9

교사 교육

“학교 카운슬러로서, 학교 전체의 직원으로서 명상과 
감성 지능에 관해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기쁩니다.호흡법, 안내 이미지,주의 깊은 식사, 신체 감각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 기법을 연습하면서 바쁜 날을 
통해 어떻게 사고력이 직원과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합니다. 명상교육은 우리의 생각, 감정 및 
경험으로 “체크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학문적으로,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직원 및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복지를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Ms. Contreras, ISS 학교카운셀러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젊은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신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사는 기술과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학생들에게 
준비시켜야 합니다. 글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Ms. Chin, ISS 선생님

“감정적인 지능과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전문적으로나 의사 결정 능력에 대한 감정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지능을 
개발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상황과 감정.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때 
감정적인 지능을 가지고 학생들과 일할 때 더 큰 공감을 
나타냅니다.

학생들이 감성 지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파악하고 다양한 감정에 맞설 때 사용할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이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녀를 
양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ISS는 통합적인 양육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융통성을 
개발하며 상황에 대처하기보다는 반응함으로써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술을 갖추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 Ms. Cass, ISS 교사

“워크샵을 통해 우리는 3000 가지 감정을 파악하고 관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루 하루의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우리의 질문 단원을 통해 감정을 정의하고  
명상을 연습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명상, 요가를 
연습하고 감정의 변화 차트를 사용하여 감정을 정의 해 
왔습니다. 글쓰기, 웃고 걷기, 색칠하기, 카운트하기, 
교사, 학생 및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아이디어들과 같은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합니다.”

 – Ms. Punamiya, ISS 선생님

학생들은 이제 학문적인 성취를 해야하며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등  많은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웰빙은 두번째로 
중요하며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 

ISS International School에서는 학생들의 복지가 
학생의 성공을 위한 열쇠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지가 
향상되면 학업을 진행하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개인이 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수진은 2 일간의 전문 개발 워크샵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잘 지낼 수있도록 도울 수있는 방법을 교육받았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공연을 하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

매년 1 월, PTA위원회는 달릴 준비를 합니다. 왜? 매년 열리는 ISS PTA Fun 
Fair와  관련된 이벤트를 조직하기 위해 회오리 바람처럼 준비 활동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ISS의 모든 사람들은이 재미있는 가족의 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각 학년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년별로 스톨을 
운영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그룹별로 모여 커뮤니티가 바베큐 파티에서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고 CAS (창의력, 활동, 봉사)의 활동을 과시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부모님들로부터 공동체의 풍성한 도움을 받아 이러한 포장 
마차를 담당했습니다.

우리 음식 스톨은 항상 그렇듯이 사람들에게 인기였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 재미있는 박람회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Dunk Tank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으며  많은 웃음을 줄 수 있었습니다 
- 주로 dunkee를 희생합니다! 우리의 독창적인 학생들은 모든 취향에 맞는 
엔터테인먼트 스톨을 했습니다. 기회와 기술의 게임부터, 펑키 사진 프레임과 
심지어 세차까지!  다른 사람의 차를 닦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무대에서는 재능있는 중학생들이 마이크에 다가가 올해 말에 소개 될 “Into 
The Woods”로 다가오는 쇼의 취향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웃음으로 
음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우리 DJ 인 Mark는 Fun Fair에서 모두 즐겁게 지내 
왔습니다.

즐거움과 웃음 가운데서도 그러한 행사를 주최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ISS 
학생들이 모금 한 모든 기금은 PTA와 일치합니다. 이 총액은 ISS와 학생들이 
선택한 자선 단체에 기부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PTA는 기부, 자원 봉사, 자녀 지원 등 우리 공동체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서도 겸손합니다.

Parent Teacher Association 연례 행사 
By Vicki, Head of the PTA

눈을 감고 목표를 획득하십시오!

덩크 탱크는 매년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탄력성을 좋아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져온 아름다운 사진을 판매하는 초등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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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행사들
2월 – 3월

Elementary School (ES) + Middle School (MS) Literacy Week  
(2 월 6 일 ~ 10 일) 
ES + MS Literacy Week에는 저자 방문, 중학생의 모국어 읽기 세션, 
도서관의 이야기 시간 및 서적 캐릭터 퍼레이드와 같은 많은 재미있는 활동이 
가득했습니다. 

High School (HS) Middle Years Programme (MYP) Personal Project 
Exhibition (2 월 9 일) 
MYP 학생들은 개인 프로젝트에 열심히 노력했으며, 교사와 학부모는 흥미로운 
프리젠 테이션을 즐겼으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Elementary School + Middle School Book Fair (2 월 17 일) 
우리의 책 박람회는 늘 그렇듯이 학생들과 가족들이 도서관에 책을 추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High School Grade 12 Art Exhibition (2 월 20-24 일)
우리 12 학년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전시한 미술 작품은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아이디어와 영감을 보고 배우는 것을 즐겁게 했습니다.

Elementary School Learning Languages Coffee Morning (2 월 21 일)

Elementary School + Middle School Primary Years Programme &  
Middle Years Programme Coffee Morning (2 월 28 년)

High School Middle Years Programme & Diploma Programme  
Coffee Morning  (2 일 3 월)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집에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커피 모닝에 참여했습니다.

High School Diploma Concert (3 월 3 일)
We enjoyed wonderful performances by our Diploma Programme (DP) Music 
students at the Esplanade Library. They did an amazing job! It was a very lovely 
evening. Thank you to all who came to support our DP students.

High School Diploma Concert

ES + MS Book Fair

ES Book Character Parade

HS MYP Personal Project Exhibition

ES+MS Literacy Week - Mother Tongue  

Reading Sessions

ES+MS Literacy Week - Author Visit



다가오는 학교 행사들
3월 – 4월

Elementary School Math Coffee Morning (3 월 7 일) 
학부모가 IB 커리큘럼과 ISS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과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한 대화를 하는 모임입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려면 수학 커피 아침에 참여하십시오. 

Middle School Spirit Week (3 월 13 일 ~ 16 일) 
트랙 & 필드 데이 (Track & Field Day)를 시작으로 중학교 학생들은 Spirit 
Week주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하우스그룹에 대한 포인트를 얻고 
우애를 쌓을 수 있습니다. 

Middle School + High School Track & Field Day (3 월 17 일) 
중, 고등학생은 다양한 육상 경기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십시오! 

ISS Spring School (3 월 20 일 ~ 31 일)
ISS Spring School 2017 promises to be a journey of exploration and fun. In 

language acquisition, our spring school students will discover techniques to 

improve their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skills — ISS Spring School will keep  

you invigorated and renewed! Find out more at issspring.edu.sg.

ISS Information Evening (영어) (4 월 11 일) 
우리는 ISS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장래 ISS 학부모님들을 위한 
ISS Information Evening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 년 4 월 11 일 화요일, 
오후 6시 30 분부터 8시 30 분까지 Paterson 캠퍼스에서 학부모 정보의 밤에 
함께 하십시오.
우리는 ISS가 자녀의 국제 교육 및 성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6Cs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는 데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초대하십시오! 여기에서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이벤트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Elementary Primary Years Programme (PYP) Exhibition  
(4 월 25 일 ~ 26 일) [예정] 
PYP 학생들은 자신들이 작업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PYP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러 오셔도 좋습니다.

High School MYP Arts Exhibition (4 월 27 일) 
우리 고등학생 MYP 학생들은  전시회에서 그들의 예술을 선보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십시오!

Alumni Reunion Gathering (4 월 28 일)
우리 동문 중 일부는 ISS로 돌아와 재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데리고 ISS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와 기억을 듣기를 고대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 가정에서 배우는 방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ES Math Coffee Morning

Elementary PYP Exhibition

MS + HS Track & Field Day

Alumni Reunion Gathering 

ISS Spring School

MS Spiri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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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ss.edu.sg/parents-information-evening/
https://goo.gl/forms/XB58sYrgvUIYGiFx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