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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첫번째 e-newsletter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newsletter의 목적은 ISS 
학교에서 일어나는 최신 소식들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독특한 
교육 기회를  축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 해 1분기 동안 학교에서는 국제학교 위원회(CIS), 미서부 학교와 대학 연합회 
(WASC), IB초등, IB 중등,그리고 IB Diploma 프로그램 IB학위 3개 기관 의 국제학사 
학위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를 평가하고 인증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는 것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

세 평가 기관으로부터 ISS학교에 대한 아래와 같은 칭찬의 평가 보고를 받아  
기뻤습니다. 

•  좋은 학문적 결과를 진행하는 동시에 학생들을 잘 돌보기 위해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 우리학교의 프로그램과 운영은 중요하고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 학교의 비전과 미션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게 학교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합니다. 

• 우리 학생들에 의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교로 증명되었습니다.

• 학생들에게 아주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학교 위원회는 수준높은 통합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약 8주안에 기관으로부터의 보고서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에 우리학교 공동체들이 서로 다양한 그들의 문화를 나누기 위해 해마다 하는 
인터네셔널데이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는 10월 14일  Paterson Campus에서 열립니다.

인터네셔널데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우리 초등학교에서  
스포츠데이를 하고 ,고등학교에서 수직등반 대회 (vertical climb event)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New Age Hackathon” 라는 발명가 대회를 하고,중학교에서는 
수영대회(Swim Gala)를 합니다. 이러한  관련 행사의 사진들을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rgaret Alvarez (Dr.)

http://www.iss.edu.sg
http://www.iss.edu.sg
http://www.iss.edu.sg


소규모 학교를 선택하는 5가지 이유
소규모 학교가 모두에게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많은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통합적인 양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SS 
국제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님이 소규모 학교의 일원으로 그들이 감사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1) 작은 규모의 학급

   우선,소규모 학급은 분명한 장점입니다.오직 학생들과 교사들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긴밀한 상호작용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S 국제학교의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비율이 고등학교는 1대 8이하 이고,중학교는 1대 15이며 
초등학교는 1대 18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Ashmitha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이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약속을 잡기가 훨씬 
쉽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온 결과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과목의 수준을 편안하게 더 느끼도록 할 뿐만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관심을 받기 때문에 , 학생들은 큰 학생들 그룹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신의 존재를 모르거나 주목받지 못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은 교사들의 주의깊은 관심아래 가치있게 양육될 것입니다.

2) 맞춤형 학습 과정

   고유한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초점를  맞추는 소규모 학교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서 학습과정을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까우면서 진정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은ISS 국제학교의 성공적인 공식입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주는 학생들 필요중심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과정 진행 – 학생들의 관심,장점,단점,행동,태도들 포함하여 모든것들은 
학교계획의 방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자주 추적하고 학생들이  발전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네이티브영어를 구사하지 
않는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언어지원을 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은 다른 교육을 위해  
필요하거나 학생들이 필요할 수 있는 확장된 작업뿐만 아니라   학교 커리큘럼 속에서 
학문적인 번성을 위하여 영어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언어 지원으로 확장합니다. 

   유럽에서 온 학생 Camille에 의하면 “내가 두 나라에서 5개 국제학교를 
다녔는데,ISS국제학교는 이들과 많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차별화된 
학습자 프로파일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의 범위와 활동이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이나 방과후에 항상 기꺼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내가 아는 
선생님은 중학교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나를 서포트 해주고 있다.”  

3) 열정적인 교육

   선생님과 학생들의 친밀한 관계는 학생들의 교육에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에서 잘 지낼수 있게도 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최선의 학습경험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은 열정을 연료로 삼고   직업성취도 또한 열성적이십니다. 

   강하고 긴밀하게 짜여진 공동체는 교사들까지도 확장됩니다. 선생님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수석 교사들과 연계하여 친밀하면서 동등하게 비공식적으로 도와줍니다. 

   선생님들은 그들의 교육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인 훈련의 기회를 많이 
제공받습니다. 

   선생님들 중의 한사람이 이렇게 지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의 다른 교육경험과 
비교할 때 나는 일을 끝낸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나의 일을 
인식하고 가르치는 나의 열정에 더 활력을 주었다고  성취감을  느꼈다.”

   ISS 국제학교에서 ,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의무 그 이상 학생들과 평생 
우정을 쌓고,선생님들의 교육방법을 혁신하려는 의지를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Ashmitha 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그들의 과목이나 교육에 아주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요구사항과 학교의 환경에 알맞게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들의 열정 안에 이것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나는 
나의 여러과목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믿을 수 없는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수업의 
대부분을 진정으로 즐겼다고  솔직해 말할 수 있습니다. 

ISS 알아보기

Within a small school, 
faculty members are 
better able to form 
a close-knit, informal 
and supportive 
community while 
receiving more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training 
to improve their craft. 
One of the teachers 
at ISS International 
School shares that 
“we feel appreciated 
for the work done, 
compared to what I 
had experienced in 
my other teaching 
assignments. As a 
result, I feel fulfilled 
that my work is 
recognised and this 
gives a further  
boost to my passion 
to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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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육성

소규모 학급규모 조성과 교사와 학생들의 진정한 
상호작용



이사회 맴버 알아보기

4) 큰 물고기,작은 연못

   소규모 학교는 전체적으로 개인적인 학생의 발전을 육성하고 
학문적인 교과목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커리큘럼 이외의 수업과 
리더쉽 활동들을 여전히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화된 
것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부모님AiHoon의 관찰에 의하면: “소규모 학교가 
학생들로 하여금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허락하는 장점이 
있습니다.특별히 리더쉽 위치에서 그렇습니다.다른 학교와 
함께하는  행사들에서 학교를 대표할 기회를 또한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또한 다른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말합니다.소규모학교는 바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육상 
선수들을 선택하는 대신에  운동을 배우기 위한 초보자들을 
위한 기회들을 제공합니다.

5) 친밀한 공동체

   결국,소규모 학교는 교사들과 교직원이 학생들의 이름을 
알정도로 안전하고 육성하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학생들이 필요로할 알맞은 때,  학생들의 어떤 괴롭힘이나 
정서적 문제 같은 복지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기사: “소규모 학교를 선택하는 5가지 이유”

Clarence 
Lim 

Clarence Lim 은  싱가폴 정부 학교 에서 12년동안  가르친 
교사였습니다.그는 영문학과 영어 일반 시험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교육 및 학술 교과서의 편집자로 출판업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의 옥스포드 대학교의 출판부 관리자로 
은퇴한 후 베이징의 텔리비전본부의 관리 및 기술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특별한 영어 과정의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그 수업은
BTV and Beijing BISS International School에서 열렸습니다. 2
년 후 돌아와 그는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영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센터에서 영어  보조 교사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편집 고문으로Times Publishing에서 주 3일 
있했습니다. 그는 2013년 정규적으로 하는 일에서 은퇴하여  지금은 
골프,여행,음악만들기, 조부모와 시간 보내기 등을 하면서 지냅니다.

ISS 국제학교는 싱가포르의 첫번째 국제학교라는 훌륭한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입니다. ISS 국제학교의 설립자이신 Mr Chan Chee 
Seng은  싱가포르의 초기 산업화 시기에 기여하신 분입니다. ISS
국제학교는 전문적이면서 포괄적인 국제학교로 거대한 다국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  하기 위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경제 동향으로부터 임대계약이 되지 않은 
혼란과 혼란 시키는 것들을 위해  더 잘  적응 하기 위해 민첩하게 
남아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수탁학교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ISS International School has a 
proud and illustrious history as 
the first international school with 
a deliberate cosmopolitan focus. 
The establishment of ISS by the 
founder, Mr Chan Chee Seng, 
contributed in some way to the 
then nascent industrialisation 
of Singapore. ISS must remain a 
boutique and inclusive international 
school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very large transnational 
and trustee schools so that it 
can stay nimble to better adapt 
to disruptions and disruptors 
unleashed from the ever-changing 
global economic trends.

– Mr. Clarence Lim

   ISS 국제학교의 친밀한 공동체는 학생들의 부모님을 
포함하는 데 까지 확장됩니다. 부모님까지 포함하는 것은 
학생들의 발전과정에 필수적입니다.학교의 규칙적인 
업데이트된 연락을 받음으로써 부모님들은 자주 학교의 행사를 
참여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족같이 느낍니다.유럽에서 온 
학부모Malin은ISS국제학교가 따뜻한 환대를 해주는 아주 
좋은학교라는  첫인상을 받았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녀가 “우리가 
하는 모든 질문에 아주 친절하고 관대하게 입학담당직원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잘 
알려주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매우 환영받는 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었고 우리의 아이가 여기를 집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느겼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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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우리 교사들은 학생들을 안내하기 위한 시간을 만듭니다

ISS 알아보기



인간의 눈으로 본 적인 없는 특별한 사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그 사진들은 우리가 다른 싱가포르에 대한 
사진에세이집이나 다른 여행책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이것들은 싱가포르의 상징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들의 
위치가 표현되는 각 이미지의 방법은 사진 구도,프레이밍,각도,
관점,사진을 찍은 날의 시간,분위기,조명, 원하는 정확한 효과를 
얻기 위해 편집된 것이 나의 독특한 표현입니다.싱가포르의 이러한 
장소를 찍는 나의 개인적인 것이고 이 장소쪽으로향한 내 감정의 
표현,내 마음의 눈에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압니다. Elliot Erwitt
가 말했듯이 “사진은 관찰의 예술입니다.그것은 평범한 장소에서 
흥미로운 어떤 것을 찾는 것입니다.당신이 보는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 이것이 내가 싱가포르를 보는 방법이다

점심시간 음악 
리사이틀

점심시간의 독주회나 
콘서트는 우리학교 공동체 
안에서 음악을 감상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기만 
공연을 하기 위한 여러 
특성들을 배우기도 
합니다.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음악을 나눌 
기회를 얻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을 
나누기도 하면서 더 
발전된 음악가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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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의 10학년 학생인  Seraphino가 개인적으로 싱가포르의 여러 장소들을 
찍은 사진들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카메라를 사용하게 
허락했을 때 사진을 발견했고 그의 아버지가Nikon DSLR카메라를 샀을때 좋은 
재능과 사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사진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향한 그의 열정과 
흥미가 그의 사진에 대한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있게 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으로 
사진을 공부했으며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IB학생들에게 필요한 
퍼스널프로젝트를 위하여 그는 내재되어 있는  사진에 대한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고 
그것은 그의 열정과 영감의 결과였습니다.

Seraphino 가 사진 책을 냄 

당신이 퍼스널프로젝트를 
위해 찍은Seraphino의 
사진을 보기를 원한다면,  
bit.ly/Seraphino 
를 방문해 보십시요. 
당신이 놀라운 그의 
작품 사진들을 사기를 
원한다면 여기를 
방문해보십시요,  
500px.com/
seraphinohuang! 

우리 학생의 사진에  
대한 열정

– Mr. Hoddinott, ISS 교사– Seraphino, ISS 학생

그들의 공연 비디오를 보고 싶으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http://bit.ly/ISSLunchMusic

http://bit.ly/ISSLunchMusic
http://bit.ly/ISSLunchMusic


The Zika virus 
has only started 
and the ripple 
effects will turn 
into tsunamis, so 
it is important 
that you students 
partake in keeping 
yourself and 
others safe.
– Sharaf, ISS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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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에서 모기에 의한 질병의 확산을 종종 
느꼈습니다.모기는 지금의 지카바이러스와 몇 달전에 소개된 뎅기와 말라리아의 확산를 
만드는 확실한 매개체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싱가포르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에데스 모기에 의해서 확산됩니다. 
에데스 모기는 오래전부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대형의료 기관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기입니다.우리는  어둠속에서 숨어 있는 작은 위협이 실제로 우리의 침대 아래에서 
괴물로 변하는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난 싱가포르의 안전과 아름다움에 장님이었습니다. 

소문들 (사람들이 취미가 부족해서 만들기를 좋아해서 만들어내는  것) 조셉 스쿨링이 
싱가포르의 올림픽대표가 되어 텍사스로부터 지카바이러스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소문은 그것들이  말도 안되는 소문일뿐입니다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소문을 만들어 내는 능력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사실,갑작스럽게 그들이 출현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  심한 발열과 눈의 충혈과 
지카의 다른 증상을 가진 첫번째 환자가  싱가포르 알쥬니드 지역에서 나온 기록이 
있습니다.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보고서들이 싱가포르(시각적으로 MRT
의 녹색선을 따라서)의 극동지역과 파야레바 주변지역에 걸쳐 파급효과 처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카가 현재 심각한 문제인 것은  여러분이 지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것 때문입니다.   지카환자 5명중의 1명만 증상을 보이고 더 나아가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몸안에 지카바이러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혈액 
샘플을 알아보는데 6-7일이 소요됩니다. 충혈,설명할 수 없는 발진,근육통,발열 등 어떤 
증상이라도 있으면  7일이 최대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라도 ,그것은  위험한 질병이 
보이지 않게 확산하여 우리의 유전자구조에 위협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첫째,우리는 
그것을 전염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병처럼 주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단계에서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임신의 문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일지라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지카 환자가 임신한  아이는 아이의 뇌가 커지게 하는 동시에 머리가 
축소되는 소두증 같은 비정상을 보였습니다. 가능성은 1/10로 낮을 지라도(내 생각으로는 
높은 수치지만, 미디어는 싱가포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낮은수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미래에 끔찍한 사회적 영향를 만들 수 있고, 지금 부모의 관점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가 금찍한 의료상황에서 아파하는 관점까지 정당화하는 낙태율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지카바이러스는 이미 시작되었고 파급효과는 쓰나미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당신 
자신과 다른사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질병전파의 기회를 낮추기 위하여 모기 방충제나 패치를 구입하십시오. 나는 이것이 
지루하고 바보같고 멋이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이 당신의 삶과 당신이 이 
세상으로 가져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습니다.이것은 
심각한  상황이고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지라도 눈에 보니지 않는 자외선 처럼 여전히 
아픕니다.

ZIKA
이 기사는 싱가포르의 지카 발생이 한창인 것에 대하여 우리학교 학생이 쓴 
것입니다

by Sharaf

학생 성과와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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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 prepared me to 
meet the challenges 
in my university 
courses and to 
succeed at finding 
opportunities 
in everyday 
independent life.

동문 소개

제 이름은 Mhairie Claire Alvarez Miller 이고 2015년에 ISS 국제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 있는 오사카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일본에 있는 영어로 진행하는 30개 글로벌 프로그램 전공 중의 하나입니다.저는 이 
학교에서 화학과 생물학을 결합한 학문(CBCMP)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ISS 에서 유치원부터 다니기 시작하여 IB 디플로마프로그램으로 졸업했습니다. 
단지 초등 1학년 때 인도에서 1년 있었습니다.이런 국제학교에서의 경험은 제가 
친구들이나 선생님, 교직원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저는 다양한 다른 문화를 배웠고 타문화에 대하여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SS 는 소규모의 학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강하게 
친밀감을 나누며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선생님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디를로마 과정을 공부하면서 힘들기도 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는ISS에서 공부한 
지난 시간을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제적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고 어려운 일을 수행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 대학에서 겪는 어려움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또한 이렇게 매일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I value every moment I spent at 
ISS International School, even 
the difficult and stressful times.

Mhairie Claire 의 작은 동창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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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hairie Claire Alvarez-Miller, ISS 동문

– Mhairie Claire Alvarez-Miller, 
ISS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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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TA는  학교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간에  협력하는 학교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사,직원,학부모,가디언,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PTA는 지역사회 봉사일과 학교 교사 학생들을 지원하는 자선 단체입니다. 또한 
인터네셔널데이,중학교 공연,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미술 전시회와 초등학교 도서교환
(International Day, the Middle School Performanc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rt Exhibitions and the Elementary School Book Swap)같은  몇가지 학교 
행사를 지원해줍니다. 

2016 –17년도  PTA 는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진 부모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 –17 년을 위한 PTA 집행위원회는  2016년 9월에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습니다. 2016 –17을 위한 집행워원회가 구성된 것을 기뻐합시다!

우리집행워원을 소개합니다.
회장: Vicki, 부회장: Trine, 회계: Cliff, 회계지원: Neal, Secretary: Sarah,  

General Secretary: Carlos, Japanese Community Representative: Kazue,  
ES Representative: Hiroko, MS Representative: Ma Aye, HS Representative: Paul.

“저는 이 학교의 PTA모임의 회장으로서 재능있는PTA 임원들과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ISS에서 교실 안밖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과와 
정서적인 웰빙과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학부모,학교라는 가족관계로 
공동체적인 협력을 권장합니다.  

 PTA에서는 지난해에 하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ISS 가족이  한사람이라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행사를  만들 것입니다.이것을 위해서 언제든지ISS PTA 에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 회장, Vicki

참여하시려면 이메밀 보내주세요. email pta@iss.edu.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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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 집행위원회

PTA 환영 모임에서 학부모님들과 교직원의 
즐거운  시간

우리 PTA 의장과   학교 교감 선생님의 즐거운 
대화

PTA는 올해 9월에 연례 총회 모임을 했다. 
새로운 PTA 집행 위원회는 ISS 에서 봉사하게 
되어 흥분했다.!

Our 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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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셔널 데이 
14 October 

ISS 국제학교는 보다 더 세계적인 국제학교의 필요성에 느끼고,  성장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Mr. Chan Chee Seng에 의해서 1981년에 설립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에 따라 국제학교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국제적인 전망으로 통합적인 국제학교에 대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전이 여전히 
ISS 국제학교에 강하게 존재합니다.

우리학교의 교풍을 보여주는  연례행사 인터네셔널 데이는 10월 14일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자국의 국기를 들고 퍼레이드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새로운 춤을 배우고 공예품을 배우는 워크샵을 했으며 공연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즐기며 
인터네셔널 데이를 축하하고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국가의 퍼레이드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수들

모두 옷을 갖춰 입고 퍼레이드를 시작할 준비!

학부모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심!초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옷을 갖춰입고 점심 
즐기기!

중학교 학생들이 옷을 갖춰 입기! 중학교 학생들이 옷을 갖춰입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옷을 갖춰입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공연 즐기기! 중학교 학생들이 옷을 갖춰 입기!

고등학교 학생들이 필리핀 전통 대나무 춤을 추고 
있다. 

선배 학생들이 어린 후배 학생들에게 호주 동물 
공예품 만들기를 가르쳐주고 도와줌.



초등학교 스포츠데이

New Age Hack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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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들 
8월 – 10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8월)

신입생들은 학교를 둘러보고 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들이  ISS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떨까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입생들이 우리학교 학생으로 환대를 받는 것을 
느끼도록 ,그리고  교육를 더 향상시키기기 위하여 함께 일했습니다. 

학교 시작 첫날 (8월 1일)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첫날에 옛 친구들과는 우정을 더 돈독하게 하고 새로온 친구들과는 
새로 우정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우리는 
새학년의 시작을 학생들끼리  함께하면서 협동을 통해서 훌륭한 것을 달성하리라 
희망합니다.

오전 커피모임 (8-9월)

학교에서는 전학년을 통해서 오전 커피 모임을 합니다.이 시간에 부모님께서는  
학교에 오셔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 2언어Language (ESL), PYP, MYP, DP 와 수학을 했습니다.

New Age Hackathon 2.0 (8월27일)

10학년 학생들은”Mental Well-being for All Ages”.를 지지하기 위해 그들의 부호화 
기술을 사용합니다.그들은 8월  24-hour New Age Hackathon 2.0 에서 만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앱을  위해 아이디어들을 브레인 스토밍했습니다.

초등학교 스포츠데이 (9월16일)

초등학교에서 스포츠데이를 했습니다. 활동하는 몸은 활동하는 정신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체활동을  활발하게 했고 즐거웠습니다.우리는 경주와 행사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승자들을 축하했으며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고 환호했습니다. 

중학교정신주간 MS Spirit Week (10월 3-7일)

매년 중학교 수영갈라 축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학교 스포츠리더들은  팀웍을 쌓고 
흥미를 만들기 위하여 수영축제를 합니다. 올해에는Water Bottle Flip Challenge나   
Limbo게임 같은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했습니다.

MYP 수영 갈라 MYP Swim Gala (10월7일)

우리 MYP 학생들은 수영갈라를 위해 열심히 훈련해 왔습니다.그들은 스포츠맨쉽를 
보여주고 팀웍을 보여주며 열심히 모든 경주를 했습니다.우리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직 마라톤 Vertical Marathon (10월 8일)

KK 병원의 아픈 아이들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병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지개를 위한 등반과  수직 마라톤대회에 참가했습니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위해 
우리몸이 운동을 하는 대단한 방법 인가! 

MusicFest@SGH (10월 28일)

올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MusicFest@SGH을 참가해서Singapore General Hospital
의 환자들을 위해 공연을 했다. 작품 Wicked and Into The Woods 을 활기차게 공연하여 
환자들의 기분과 마음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 시작 첫날

오전 커피모임

MYP 수영 갈라

MusicFest@S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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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행사들
11월 – 12월

HS Week Without Walls Parents Info Evening (11월3일)

2017년 고등학생들이 1월에 여행가는  Week Without Walls trips 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하시면 11월 3일 저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MS Urgent Run (11월 5일)

중학교 학생들은 깨끗한 화장실을 가지지 못한 가난한 나라를 돕기위한 모금운동행사인  
Urgent Run 달리기 행사에 참여할 것입니다. 

Learning other languages: Strategies for Home Coffee Morning (11월 8일)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에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을 돕기위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배울수 있으니 11월 8일 아침 커피모임에 들러 주십시오.

MS Week Without Walls (11월 14 일- 18 일)

중학교 학생들은 매년Week Without Walls (WWW)라 불리는 여행을 갑니다. 그들은 
이러한WWW trips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같은  나라에 갑니다. WWW 
여행을 통하여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의미있고 실용적이며 정통있는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차별화된 교육를  합니다. 

IN Art Exhibition (11월16  부터 1월 12일까지)

우리의  미술에 재능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작품을 싱가포르에 있는 다른 많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11월 16일부터 1월 12일 까지 전시합니다. 오셔서 그들의 명작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S Student-led Conferences & Book Fair (11월16 일)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가 초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도록 학교에 
초대됩니다.

자녀들은 가이드역할을  할 것입니다.그들의 교실과 학교 주변를 보여줄 것이고 1학기 
동안 그들이 해왔던 수업이나 게임를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책 전시회를 할 
것이고학생들이 리드하는 투어전후로 들러서 좋은 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S Festival of Lights Concert (11월30 일)

매년 Festival of Lights concert행사는  별빛아래 펼쳐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놀라운 음악 공연이 있습니다. 

The Rainbow Centre ‘Chair-ity’ Exhibition @ Ion (12월1 일- 10일)

무지개 자선 프로젝트 센터에서는 암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기금마련를 위해 
시작한 모금사업입니다.올해에는 처음으로 특별한 필요를 느끼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몇명은  레인보우센터에서 기금마련 경매를 
위해 의자를 장식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암환자들의 희생을  돕기 위해 돈을 모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모금사업입니다. 

올해는 자금이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기위한 것으로 처음 쓰일 것입니다.
학생들 중 몇명는 경매에서 팔리게될 의자를 꾸미는 일을 하는 레인보우센터에서 함께 일 
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자들은Ion Orchard Shopping Centre에 전시될 것입니다. 오셔서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입찰하십시오.

ES Performing Arts Concert (12월9 일)

사랑스런 초등학교 학생들은 12월에 있을 공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우리는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정체들을  즐기기를 기대합니다. 

Rainbow Chairity Exhibition

ES Student-led Conferences & Book Fair

ES Performing Arts Concert

HS Festival of Lights

IN Art Exhibition

Learning Other Languages - Strategies for Home

MS Week Without Walls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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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user/ISSsingapore
https://www.facebook.com/ISSInternationalSchool
https://twitter.com/ISSsingapore
https://sg.linkedin.com/company/iss-international-school-of-singapore
http://www.biss.com.cn
http://www.iss.edu.sg/accred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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