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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SS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17 년 
학사일정이 벌써 반이 지나간 것이 놀랍습니다.1학기가 아주 바쁘게 지나갔으며 
2017년도 역시   많은 흥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학업의 성취와 개인의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글로벌한 시민으로 
활동할 학생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우리의 사명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한 결과 10월에 있었던 CIS/WASC
학교평가위원회의 평가 보고서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ISS 가족 모두가 이러한 인증를 받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것이고 우수한 
학습환경이라는 것을 재확인 받았습니다.   

1학기 동안 많은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수영대회와 체육대회와 중학교
Week Without Walls 행사와 초등학교의 콘서트,고등학교의 Music Festival of 
Lights 과 인터네셔녈 데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행사들은 매일같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배움을 향한 열광적이고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2학기에는 MYP Personal Project, PYP 전시회, MYP e-assessments 와 DP 
시험이 있기 때문에 덜 바쁠 것입니다. ISS 는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 
하게 생각하지만 ,또한 초등학교의 미술 전시회 와 고등학교의 미술 전시회와 
중학교의  “Into The Woods”  같은 행사는 많은 여러 행사들 중에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통합,육성, 능력향상은   ISS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며, 저는 2017년도 훌륭한 
학습과정을 기대해 봅니다.

Derek Pinchbeck 

Head of Learning 

Deputy Head of School

Mr. Derek Pinchbeck, Head of Learning, Deputy Head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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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 Way to Learn

인기많은 뮤지컬 “Wicked”는 ISS International School 학생들이 연극에 
대해 배우고 실제생활에서의 정체성과 관계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배울 수 있게 
사용되었다.

“Wicked” 는 싱가포르에서 데뷔하기전 이미 300만명의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ISS 의 Arts Drama 학생들은 그들을 새로운길로 인도해주는 Mr 
Bruno Alen Lebon 과 함께 무지컬을 보았다.

그의 지도아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큰 스케일의 뮤지컬을 프로듀스할 때의 
실용적인 부분들 - 놀라운 세트장, 음악,안무, 효과음과 배우들, 감독들,그리고 
프로듀서들의 역할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연극에 대해 배운다는건 극장과 예술에 대한 이론들을 배운다는것 뿐만 
아니라, 연구와 공부를 통해 ‘Wicked’같은 공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 실용적이고 실험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라고 Mr Lebon은 설명했다.

극중 인물들 중 주인공인 두명의 마녀 - 못된 Glinda 와 선한 Elphaba
의 관계도 그들의 연구대상이였다. 성격의 차이가 분명한만큼, 이 둘 사이의 
존재하기 힘든 우정에는 항상 충돌하는 의견과 관점이 함께 공존하였다. 
학생들은 연극중에 관찰한 것을 스스로의 학교생활, 우정안에서의 포괄성과 
싸움에 대입할 수 있었다.

연극안에서의 “정체성과 관계”에 대한 연구는 중학교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IB 를  배우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탐색하고 많은 방법을 통해 이 개념들을 

가르칠때, 선생은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ISS International School 은 전통적인 IB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는 교실 

안에서의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선다. 이 프로그램의 아름다움은 
선생이 학생에게 확실히 필요한 컨셉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에 있다.” 라고 
Mr. Lebon 은 설명했다.

모든 IB 학생들의 프로필은 이미 완료되었고, 음악과 연극을 배우는 학기중에 
겹치는 것은 없다. Mr Lebon 은 그의 수업을 색다르게하기 위해 국내 상영관에 
제작가능한 곳들을 자주 찾아간다. 그는 또 학생들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배운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한다.

“Wicked” 뮤지컬을 본후, 학생들은 20분짜리 무대를 “Performing To Heal”
이라는 테마에 맞춰 제작해야 했었다. 그들의 무대는 Singapore General 
Hospital 에서 10월에 펼쳐진 MUSICFEST 이벤트에서 공연하였고, 12월에 
Singapore Eurasian Association Christmas Lunch 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몇몇 학생들은 캄보디아 Phonom Penh 이라는 지역에 있는 Sok Sabay 
자선단체에 찾아 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연극예술에 대한 지식을 거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작은 상황극들과 미니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 활동들의 의의는 두가지가 있다. IB 프로그램의 사회활동과 서비스를 
강조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정체성과 관계”라는 개념을 경험을 통해 
이해할수있게 한다.

“이렇게 배우는 과정은 IB 의 이상을 모두 통합시켜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알아차리고 쓸모있는 시민들이 될수있게 도와준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더 잘 알게되고 그들의 배우는 속도와 과정을 알맞게 하도록 
도와줄수있다. 이런건 ISS 가 작은학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Mr Lebon 
은 설명했다. 

학기말에 학생들은 그들이 배운점들을 써논 공책을 공유했다. 몇몇 학생들은 
스스로 배우로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연기할수 있어야하고, 다른 배우들과 잘 
어우러질수있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기개발에 대해선 스스로가 전달자로서, 
또 팀 플레이어로서 성장하는것을 다른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볼수있었다고 말했다. 

Wicked 의 “이 느낌은 무엇입니까?”라는 매우 
열정적 인 표현,

우리는 뮤지컬 인 Wicked 를 보러 갔다.

– Mr. Bruno Alen Lebon,  
ISS Teacher

The beauty of this 
programme is that 
the teacher can teach 
by concept and 
create the delivery 
of the curriculum 
in a student needs-
focused approach. 
The entire learning 
process integrates 
the ideals of the IB 
to help students 
realise their potential 
and be constructive 
glob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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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Wicked Way to Learn” continues.

Mrs. Julie Lee 는 1977년 싱가포르 대학의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78년 Bar의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988년  디자인 브리핑을 작성하고 
그녀의 지역 모교 독립여자학교의 관리자로 일했으며 ,20
년간 등록기관에서 일하면서 그녀의 글로벌한 전망과 
학교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가졌고 그녀가 학교에서 외국 
학자들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 그녀는  ISS 에서 관리 이사로 참여하였고 
업무진행과 계약을 검토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Edutrust 인증제도를 시작할 때 정부기관과 함께 
미팅을 할 때 CEO 를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2010년 
퇴직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ISS 그룹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해 
왔습니다. 

Julie 는  가족적인 분위기와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진 ISS 
의 통합적이고 적응력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협적이지 않게 받아들이는 환경에서 다양한 지적인 것을 
발전시키면서 학생들은 미래의 꿈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세계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공헌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믿음을 학교에 남겼습니다.

I believe in the inclusiveness 
and adaptiveness of ISS at 
its educational heart and the 
family spirit of the school. The 
development of the varied 
and multiple intelligences of 
students in a non-threatening 
and accepting environment 
has seen students flourishing 
and fulfilling their dreams for 
the future. Each graduating 
class has left the school with 
an optimistic outlook and 
belief that they will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to live in.

– Mrs. Julie Lee

Julie  
Lee

다른이들은 사회적 기술과 자기관리 기술들이 느는걸 
느꼈다고 전했다.

감상문의 다양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각각 스스로의 
배움을 잘 탐색하였다는걸 알수있다. 그들은 각각 
연극예술의 역할을 이해해야하고 다른 배움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해 배울수있다. 한학생의 적절한 설명에 따르면, 
“이 경험들은 내가 연극과 음악이 다른사람엑 행복을 
줄수있다는것을 배울수있게했다. 이 경험은 나에게 계속 
연기를 하고, 계속 다른사람을 도울수있는 결의를 주었다.”

2016 년 10 월 MusicFest@SG H에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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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raf (GI2), ISS Student,  
Mindful Mugs 의 회장

Mindful Mugs 는 무었인가? 

Mindful Mugs 는 2016년 8월에 
창립된 회사이다. Junior Achievement 
Singapore 대회에서의 일부분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서비스와 제품을 
동시에 제공한다. 색감이 뛰어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그려진 머그컵들은 
컵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당신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벼운 
알림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머그컵의 QR 코드인데, 스캔과 
동시에 Mindful Mugs 의 웹사이트로 
이동 가능하다. 여기서 당신은 우리가 
회사로서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 알 수 있고, 
매주 좋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 
사진, 이야기 등을 볼 수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팀의 창조물이고, 우린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해답은 무엇인가? 

머그컵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조금 더 큰 일을 하고 싶었다 -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한 그룹의 청소년들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날 때 겪는 
어려움들을 알고, 스트레스와 안 
좋은 경험들을 통해 정신적 건강이 
얼마나 손상될 수 있는 지 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겐 우울증이나 
불안증세 때문에 침대밖으로 나가는 
것도 꺼려지고 힘들다. 통계를 통해 
알아보았을 때, 이들은 정신적 병이 
가지고 있는 안좋은 낙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정신적 
병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주제는 자주 
얘기하기 꺼려지는 주제라서, 해답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다.

우리의 비젼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우리의 미션

우리의 머그컵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정신적 병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정신적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

Mindful Mugs 팀에는 ISS 
International School 에 다니고 있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란 16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IB 
Diploma Programme (DP) 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고, 학교 과제들과 
복습을 성실하게 하는 동시에, 회사를 
우리끼리 만든다는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팀에 많고,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지 않는 학생들도 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혹은 멤버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그들의 웹사이트, 
mindfulmugs.co.vu 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샤라프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좋은 곳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어려움과 딜레마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몇몇사람들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도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뼛속까지 
아픔을 겪어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이 이 회사가 시작된 이유이다.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좋은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그팀에 있는 많은 멤버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우리는 이 회사의 자세한 비하인드를 알게 되었다.

아이디어 공유 및 브랜드 구축

우리의 ‘오명을 털어 라’염두에 둔 머그잔

Kinari 의 TEDx는 Battle of the Brains 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bit.ly/KinariTEDx 를 방문하십시오.

Mindful Mugs  
By Kinari, ISS Student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mpany 
and the team members, please visit 
their website: mindfulmugs.co.vu!

이 세상은 흑백이 아니에요. 
모든사람들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스스로의 문제들을 
고치려고 혼자서 힘들어해선 
안 돼요. 정신적 건강은 
중요하지만, 몇몇사람들은 
그것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린 각자 다른 마음들을 
받아드릴 줄 알아야 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흑백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요.

mindfulmugs.co.vu
http://bit.ly/KinariTEDx
http://mindfulmugs.co.vu


5학생 성과와 공헌

중학생들은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런 형태를  연구하여 그림 
그리기 기술을 개발하고 형식적인 
요소인 선,가치,형태,모양 및 질감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행과정 
일지에 재래식 방법이나 전통적인 
그리기 도구와 미디어를 경험했으며 
작품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연스러운 형식의 사진을 
참조했습니다.

    디자인의 원칙을 검토한 후, 
그들은  스케치를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를 사용하여 자신의 최종 
구성을 개발했습니다.

중학교 자연 미술

ISS Student’s Winning Entry in a Photo Competition

올해 8월에 1-5학년 학생들은
Allied Pickfords 가 후원하는 
캘런더 대회에 참석하도록 초대 
받았습니다.학생들은 스스로 
찍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의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카야 (Kaya) 의 셑토사를 
찍은 사진이  선택되었습니다.그 
사진이 선택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녀의 센토사 사진은 2017년 7
월 Allied Pickfords 의 달력에 
실렸습니다.

이 사진은 자연,
평온과 재미를 
담은  센토사 
사진입니다
– Kaya, ISS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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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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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6년동안 이 학교에 다녔고 최근에 졸업했습니다. 오늘 Warwick 
대학교로부터 학사졸업장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ISS 에서 많은 
지식을 배웠고 저의 인격을 형성시겨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 학교로 왔을때 적응하는 데 힘들었습니다.그러나 7학년으로 
이학교에 들어왔을때 ISS 의 양육 공동체 환경에서 가정처럼 느끼며 잘 
적응했습니다. 학교는 학문적으로나 학문외적인 면으로 여러가지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나는 대학에서 내가 선택한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회 부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얻었고 지역 사회와 봉사에 대한 열정을 발휘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ISS 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IB 프로그램의 기본 교육 요구사항을 가르치는 
그 이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가치있는 것들을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학교는 
CAS (Community, Activity, Service) 프로젝트를 통해 저를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의 학업을 인정해주었고, 저명한 International Diana 
Award 에 제가 후보가 되었습니다. 

    ISS 에서의 제 학교생활을 되돌아 보면,제 마음에 영원히 기억 될 추억과 
친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ISS 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고등학교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ISS 에서의 제 학교생활을 
되돌아 보면,제 마음에 영원히 
기억 될 추억과 친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ISS 는 제가 결코 잊지 못할 
고등학교 경험을 갖게 했습니다.

Surabhi at ISS Graduation 2016

– Surabhi, ISS 동문
I have felt at home 

amongst the nurturing 

community of ISS.  

The school has 

provided me 

with numerous 

opportunities in both 

academic and non-

academic areas.

– Surabhi, ISS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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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Without Walls (WWW) 교실 밖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모든 여행은 
학생 개개인의 발달을 확대하고 활발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키며 
진정성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여해은 각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도록 격려하는 학습 경험을 만들어 냅니다. WWW 는 어린이들의 
학업생활에서 성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본 요소중의 하나입니다.이것은 
개인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 안녕과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향,타인과의 연관성,
자기 인식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모든 WWW 여행은 
배우고,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작은 모험 을 제공합니다.

Middle School Week Without Walls

보르네오 - 버스 쉼터를 위한 혼합 시멘트

보르네오 - 건물 꽃 상자 벽

텔루 나스 - 아이들과 그림 그리기 및 색칠하기Telunas - 아름다운 벽 그림

Sok Sabay - 집에서 아이들을 위한 준비 활동Sok Sabay -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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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ISS

‘4,3,2.1,나는…
ISS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광고 캠페인이 시작 되었습니다.브랜드 런칭 이벤트에 대한 
흥미를 만들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티저 메세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기념 선물이 주어졌으며 학생들이 왜  ISS 를 좋아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경연대회를 했고, 다른 국제학교를 다닌 후에  ISS 에서는 육성,통합,
능력향상을 시키기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ISS로 되돌아 오는 학생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재미와 활동을 넘어서 브랜드 캠페인은 ISS 의 핵심 가치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ISS 는 항상 교사진들에 의해 적용되는 강한 개별 학생 중심 
접근법과 확고하게 확립된 학문적 엄격함과 많은 CAS (Creativity, Activity, 

Service) 와 과외활동 (ECAs) 를 통해 학생들의 최고의 잠재력을 시험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학생들을  위해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 낮은 교사와 학생의 비율을 유지하겠다는 학교의 결의와 
약속 때문에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토미의 동영상 보기: youtu.be/8hXF9fDpvHM

Event Features

http://youtu.be/8hXF9fDpvHM


촌극으로 포용력을 보여주는

ISS Elementary School 의 예술부는 매년 여는 그들의 콘서트에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했다. PYP Attitude 를 기본적인 틀로 사용하고,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대본과 노래를 만들었다. Grade 4와 Grade 5의 학생들로 만들어진 
어느 한 그룹, ‘Scriptwriting and Stage Production’ 이 대본을 쓰는데 
많이 기여하긴 했지만, 모든 학생들이 복장 제작과 세트 아이디어, 안무, 악기 
사용 등에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학생들에 의한 Units of Inquiry 와 연결된 
콘서트였다. 이 쇼에서 최고였던 것은 학생들이 이 쇼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다는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의 열기, 실력과 재능에 굉장히 놀랐다. 이것은 
이 쇼가 다른 쇼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Ms Marnie, ISS Teacher

Elementary School 
Performing Arts Concert

스틱으로 음악 만들기 레코더 기술로 청중을 놀라게 하기

하와이 댄스

아름다운 팬 댄스

그랜드 피날레!그러한 기쁨과 열정!

정말 멋진 공연!

9Event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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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들 
11월 – 12월

MS Halloween Disco (4 November)

할로윈 디스코는 중학교 학생들이 옷을 뽑내고 그들 스스로 즐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모두가 할로윈 
전통의상을 입고 왔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MS Urgent Run (5 November)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위생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화장실에 접근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위생 위기를 
종식시키기 급한 필요성을 위해2016년 Urgent Run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Accoustic Café (9 November)

우리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어쿠스틱 카페에서 펼치는 멋진 공연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공연을 잘했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IN Art Exhibition (15 November)

12 학년 학생들은 싱가포르의 여러 국제 학교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IN Art Exhibitio 에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올해는 Australian 
High Commission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저녁을 여느 날 밤에 
학생들이 만든 멋진 예술 작품에 감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ES Book Fair (16 November)

우리는 훌륭한 책 전시회를 했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책을 얻으려고 
참여하였습니다. 

PTA Quiz Night (25 November)

PTA 에서 주관하는 quiz night 행사를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가디언님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 행사에서 우리들의 일반 지식을 테스트 하는 
즐거운 행사를 하였습니다. 

HS Festival of Lights (30 November)

매년 열리는 빛의 축제 공연은 맛있게 준비된 보드리셉션 음식과 학생들의 
음악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가지 특별한 전시회가 있었는데 우리 9학년 
학생들에 의하여 예술적으로 꾸며진 무지개 자선의자를 전시했을 뿐만 아니라 
비주얼 아트 학생들이 만든 빛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작품도 전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된 음악은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이 공연하였습니다.

Rainbow Chair-ity @ ION (1 December)

싱가포르 레인보우 센터 (Rainbow Center) 와의 협력 프로젝트인 레인보우 
자선 (Rainbow Chairity) 의 목표 중 하나는 장애 아동이 이러한 예술 작품의 
창작을 통해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레인보우 센터의 장애아이들은 이 아름다운 의자를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자는 12 월 1 일부터 10 일까지 ION Orchard 에서 열리는 
Rainbow Chairity 공개 전시회에 전시되었습니다.

Into The Woods Auditions (1 December)

Into The Woods 의 오디션은 12 월에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2017 년 5 월 
말에 열리는 공연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Eurasian Association Christmas Lunch (4 December)

우리 학생들은 매년 유라시아 협회 크리스마스 점심 식사에서 공연을하며, 
우리는 거기서 관객들에게 기쁨과 환호를 드리는 것을 정말로 즐깁니다!

PTA Quiz Night

IN Art Exhibition 

Rainbow Chairity @ ION

ES Book Fair 

Accoustic Café 

MS Halloween Disco 

MS Urgent Run 



다가오는 행사들
1월 – 3월

HS WWW (16 to 20 January)

우리 MYP 학생들은 매년 WWW (World Without Walls)라고 불리는 
Service As Action 학교 여행을합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 갑니다. 이러한 WWW 여행을 통해 우리는 의미 있고 
실용적이며 진정한 경험를 통해 문화 교류 및 학습을 육성함으로써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ES + MS Literacy Week (6 to 10 February)

우리의 ES + MS Literacy Week 는 책 캐릭터 퍼레이드와 같은 도서 및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며 물론 도서 박람회도 제공합니다!

HS MYP Personal Project Exhibition (9 February)

MYP 학생들은 개인 프로젝트에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가 걸어 다니며 재미있는 개인 프로젝트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ES + MS Book Fair (17 February)

우리는 도서관에서 도서 박람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박람회에 들러 주세요.
훌륭한 선택을 많이 할 수 있으며 무엇을 고를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Closetful 
Books 는 좋은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HS G12 Art Exhibition (20 to 24 February)

우리 12 학년 학생들은 G12 미술 전시회에서 그들의 예술 작품을 전시 할 
것입니다. 프레스턴 캠퍼스에 와서 명작을 관람하시고 학생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PTA Fun Fair (26 February, tentative)

우리 PTA 는 매년 즐거운 박람회를 주최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재미 있고 게임이 가득한 하루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Paterson 캠퍼스에서 참여하십시오!

ES Learning Languages Coffee Morning (21 February) 

ES + MS PYP & MYP Coffee Morning (28 February)

HS MYP / DP Coffee Morning (2 March)

ES Math Coffee Morning (7 March)

학부모가 IB 커리큘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한 대화모임을 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PYP 및 MYP 커피 
아침모임에 참여하십시오.

MS Drama Sleepover (10 March)

매년마다 우리는 연례행사로 MS 드라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밤을 보내고, 유대감을 발휘하며, 중학교 공연을 위해 연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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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 Fun Fair

ES + MS Book Fair

ES Learning Languages Coffee Morning

HS G12 Art Exhibition

HS MYP Personal Project Exhibition

HS WWW

ES + MS Literacy W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