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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실현 　　
　　　　

ISS Roar의 2017-2108 학년 첫 번째 발간을 환영합니다. 뉴스레터는 ISS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리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독특한 학업기회를 축하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발간됩니다. 이를 통해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향후 수 개월 동안 
계획된 흥미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로 오는 학생 및 교직원, 기존의 학생 및 교직원들을 환영하면서, 올 학년은 매우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패터슨 캠퍼스 리스계약이 2022년까지 연장되었다는 반가운 뉴스를 방학 전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장을 통하여 교육적, 자율적, 포용적인 문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익한 방향으로 캠퍼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장기 목표는 광범위한 건축 및 수리를 통해 패터슨 부지에 
양 캠퍼스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당국에 이를 신청하였으며 현재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학년의 주제는 ‘능동적인 국제적 책임의식의 개발’입니다. 개발되는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영역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 연례 인터내셔날 데이
(International Day) 동안에 우리 공동체의 국제성을 축하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배움의 경험을 공유하기 바라며, 국제 음식 축제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올해에 대한 기대가 크며, 각 학생들이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사진이 진정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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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이란 무슨 의미이며, 
왜 ISS 국제학교에서 
중요한가 

“모든 것(교육 시스템)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고,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할 수 있고, 같은 언어로 말할 

수 있고, 타인의 바람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를 기대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임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출처 참조:  www.plymouth.ac.uk/your-university/teaching-and-learning/inclusivity/
why-is-inclusivity-important).

이는 또한 타인에 대해 너그럽지 못하고, 국제 경제에서 살아가는 것을 도전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만들어 냅니다.
 

ISS 국제 학교의 전통과 가치 시스템
회장이자 설립자인 미스터 찬치셍(Mr. Chan Chee Seng)은 싱가포르 식민지 
독립정부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롭게 건설되는 싱가포르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국회의원과 정무차관으로 수 년간 싱가포르를 위해 봉사하였습니다.

미스터 찬이 정치에서 은퇴하였을 당시, 싱가포르는 세계 무대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커다란 장애가 
국제 학교의 부족이었습니다. 미스타 찬은 포용의 중요성에 대한 선견지명으로, 
교육을 향한 뿌리깊은 애정을 싱가포르에 쏟아, 범세계적인 시각을 갖는 포용적인 
국제학교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싱가포르 국제학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학교가 바로 ISS 국제학교입니다.

ISS는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약속, 그리고 
포용, 성장 및 자율에 초점을 두는 방침을 통해 이러한 비전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ISS는 모든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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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율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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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전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깨 음악을 연주합니다!

우리는 함께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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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교육 철학
모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ISS의 핵심적인 강점입니다. 포용적인 
교육환경은 학업능력이 뛰어난 학생부터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교사진은 이러한 
교육의 실천을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ISS의 포용적인 교육문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학업적으로 우수한 영어권 학생들이 ISS의 포용적인 공동체에서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양질의 국제교육이 이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미스터 
찬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학교들이 배타적인 입학정책을 
운영하면서 성공적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ISS는 영어권 학생이든 아니든 
우리가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발전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SS의 교육정책이 증명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학생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거나 또는 성공적인 인생에 
이르는 다른 진로를 설정하든가 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ISS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ISS는 포용적인 교육에 전념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뛰어난 학생이든 또는 
교육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든, 영어권 학생이든 또는 영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이든 포용적인 교육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교육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1. 차별화된 교육이 학생들의 몰입도를 증가시킵니다.
2. 교육적인 도움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목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행동에 있어서의 도움은 긍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합니다.
4.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국제시민정신의 함양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듭니다.
5. 높아진 기대수준은 잠재력 실현을 촉진합니다.

ISS 교육환경에서 포용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교사진은 포용 분야의 수준 높은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공유 및 
협력적인 계획수립과 상호 미팅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을 활용합니다. 특히  

우리는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는 함께 운동합니다!

ISS 알아보기



5

특별하게 선택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들의 상호관계를 활용합니다. 우리 
교직원(교사, 지원 및 행정직원)은 범문화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 다문화 
환경에서 이러한 소프트 스킬(soft skill)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담임 및 과목교사들도 늘어나는 영어권 학생들 및 다양한 학습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과 일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습니다. 상담사, 학업지원직,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전문직,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표, 행동, 표현 및 참여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교실 
내에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학업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업방식, 능력 
및 필요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차별화되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ISS의 선발 방침은 국적, 학업수준 및 영어 능숙도 별로 최대한의 학생을 
받아들인다는 입학정책을 신중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균형적이며 생산적인 교육환경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문화 또는 종교의 차이로 종종 발생하는 불행한 일들을 잘 알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른 문화 및 종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용이라는 개념은 ISS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적이 
다른 학생과 조화를 이루며 학업수준이 상이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념, 종교 및 생각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가치 
체계에 포용성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생들에게 ISS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양성이 ISS에서 
존중되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됩니다.” 라고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지식론(Theory of Knowledge) 과목 교사인 미스터 중오
(Mr. Jungo)가 말합니다.

다문화 공동체로부터의 목소리
ISS에는 50개 국가로부터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사진 또한 미국, 오세아니아,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친 다문화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다문화 환경과 동료애를 
즐기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왜 ISS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지 물어볼 때마다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내셔날 데이에서 다양성을 뽐냅니다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기

ISS 알아보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MBA 출신의 미스터 창은 신문 컬럼니스트로 출발하였고, 난양 미술대학
(Nanyang Academy of Fine Arts)의 교장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극동기구(Far East Organisation)의 
의장 자문역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작곡가 및 작가협회 회장이며, 국립극단클럽 자문이기도 합니다.

미스터 창은 음악교육, 마케팅, 광고 및 중국문학 및 저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책들을 저술하였고, 최근 작품은  “되돌아보기 – 찬치셍의 메모(Look Back - 

Chan Chee Seng’s Memo)”입니다. 

ISS국제학교는 미스터 창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경영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면; “차별화, 원가 
선도, 시장에의 신속한 반응이 경쟁 우위의 3대 요소이다.” 따라서 그의 바람은 ISS가 국제학교 
분야에서 시장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는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S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이사회 멤버 알아보기

Mr. Chang Kwai Meng 

미스터 창 콰이 멩 (Mr. Chang Kwai Meng) 

“이 학교는 8년 동안 가족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학교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로 인해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알렉스(Alex).

“다른 사람들의 문화, 언어 및 국적을 존중합니다. 학생들은 
친절하고 남을 배려합니다. 우리 모두 여러 문화를 배웁니다!” 
~ 클레어(Claire).

“여러 문화가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 가브리엘(Gabriel).

“ISS가 국제학교이어서 학생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이 좋습니다.” ~라파엘(Rapheal).

“ISS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 우리 모두 
서로의 진가를 압니다.” ~맥카일라(Mckayla).

Parent Teacher Association (PTA) 에서도 IS에서와 같은 
포용적인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다양성, 여러 
활동들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PTA가 주최하는 여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이 다문화적이고 
포용적인 학교의 정신을 나타냅니다. PTA 회장인 비키
(Vicki)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PTA와 저는 학교의 
다양성과 차별성에 막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ISS

는 포용성이 있고 다양한 학생을 받아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포용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부모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 PTA는 여러 액티비티를 새로 도입했으며, 최초로 
시행된 것도 있었습니다. 퀴즈의 밤, 그리고 싱가포르의 잘 
알려지지 않은 명소로의 학부모 현장체험이 그러한 것입니다. 
퀴즈의 밤에서는 일반상식부터 특정 국가에 대한 것까지 
여러 분야의 문제들이 다루어졌습니다. 현장체험을 통해 
여러 국적의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의식을 갖고 
유대감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액티비티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준비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ISS 특유의 긴밀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피부색과 언어에 
관계없이 교육받고, 배우며, 도움을 받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CAS / Service의 
지원담당이자, 과학 및 환경 시스템 & 사회 교사인 미스터 
화이트헤드(Mr. Whitehead)는 이러한 ISS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SS는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저의 평소 믿음과 같아 이 
곳에서 17년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6

50개 이상의 국적으로 구성된 학생들월병 만드는 방법 배우기!

ISS 알아보기



학생들의 성취 및 공헌

8월 18일 개인 프로젝트의 날은 10학년에게 개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멋진 
날이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는 MYP(Middle Years Programme) 인증에 필요한 
것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시간 관리하는 법을 배우며, 조직화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개인 프로젝트를 창의력, 액티비티, 서비스 
액티비티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개인 프로젝트는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중요한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관심분야의 작품이나 활동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선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거나 모금 행사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뮤직 비디오나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의 날에 학생들은 리서치 및 조사를 수행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친구들에게 공개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피드백을 
받습니다. 학생들은 이를 검토하여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탐색합니다. 
학생들은 SMART 목표(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alistic and time based)를 
설정함으로써, 주어진 시간 범위에서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2월 12일 ISS 프레스톤 캠퍼스에서 완성된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여러분을 이 
행사에 초대하며,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미스터 호디노트 (Mr. Hoddinott)

프로젝트 진행담당

매년 ISS초등학교(ES) 수영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로 수영 경기가 열립니다. 6
주간의 수영 프로그램 동안 갈고 닦은 수영실력을 뽐내는 자리입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수영, 미소 그리고 격려로 가득한 
굉장한 날입니다!

ES 수영 행사는 교실에서 벗어나 즐거운 경험을 갖게 해주는 ISS 행사의 한 예입니다. 

ISS의 유익한 교육 환경은 학문적인 능력과 창조적인 활동 간에 균형을 유지합니다. 

10학년 개인 프로젝트의 날

초등학교 수영 경기

7

우리 팀을 응원해 주세요!

수영은 언제나 즐거워요!

오 예!

쾌적한 날씨와 좋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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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말의 액션 데이(Action Day)

에 학생과 교사 모두가 봉사를 
경험합니다. 미스터 밸링거(Mr. 

Ballinger)는 두 번째 학기 동안 모든 
학년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Walk in 

Her Shoes)’이 되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날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만 보 이상을 걸어야만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학교로부터 
싱가포르 식물원까지 걸음 수를 
세며 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느껴보려고 하였습니다. 식물원에 
도착하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액티비티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진 촬영, 새 관찰, 
체력 단련, 식물 탐구, 미술 및 공예 
등이었습니다.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ISS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세계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학년이 끝나감에 따라, 학생들과 교사들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행사를 가집니다. 바로 8학년 작별행사입니다. 이것은 학창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이기 때문에 많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특히 더 
이상 패터슨 캠퍼스에서 생활하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그렇게 만듭니다.

이 날, ISS 프레스톤 캠퍼스에서 9학년을 시작하게 되는 8학년 학생들의 성과를 
축하하게 됩니다. 작별행사의 핵심은 학생회가 이 행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8학년 학생들의 학업 및 봉사, IB 학습자 프로필(IB Learner Profile), 스포츠 공헌 
및 전반적인 성과에서 나타난 그 간의 노력을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8학년 학생들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비디오 등을 
통해 6, 7, 8학년 때의 학생들을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 강변의 그랜드 콥손 
호텔(Grand Copthorne Hotel)에서 좋은 품질의 티(Tea)를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액션 데이 봉사

8학년 작별행사 

공원에서의 명상

아름다운 숙녀들!

축하합니다!

중학교 교사진즉석 예술품 만들기

본교 8학년 학생들 축하 사진

학생들의 성취 및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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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이라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공유
ISS 국제학교 고등학생인 모에(Moe)는 평소 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살면서, 두 나라들의 
문화들을 경험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서로 다른 문화들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문화 교류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춤을 통해 이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재능 있는 댄서인 모에는 전 세계에 걸쳐 공연하였습니다; 
일본, 하와이, 인도네시아 자바의 보로부두르 사원, 그리고 
싱가포르의 싱가이 축제(Chingay Festival)!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그녀는 춤이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튼튼한 연결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싱가이 축제를 통하여 일본 외의 
친구들이 일본 춤을 배우고 자기 나라의 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에는 이러한 동기에서 일본의 키라키아 히카루 무용단 15
명이 1주일 동안 싱가포르를 방문하도록 혼자서 계획하고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무용단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에게 
춤을 통하여 일본 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에와 
함께 일반 학교 한 곳과 기술 학교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일본 전통춤의 춤사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주최 측의 참가자들을 위한 
댄스 워크샵이 계획되어, 춤을 통한 문화 교류의 참 뜻이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졸업생 및 
이사회로 이루어진 ISS 학교 공동체도 모에와 무용단이 
그들을 위해 학교에서 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다양한 싱가포르 청중들이 무용단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에는 녹녹하지 않은 학교 공부와 병행하면서
12개월 전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무용단과 함께 
하와이에서 공연할 때 이에 대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무용단이 하와이 청중들에게 보여준 진가, 반응 그리고 
효과를 보았습니다. 공연을 통하여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모에는 이러한 공연을 싱가포르 청중에게도 
소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무용단 동료들이 문화 교류를 
통해 싱가포르 문화를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ISS에서의 생활이 문화에 대한 애정을 한층 
발전시켰다고 모에는 생각합니다. “ISS에서 공부하는 동안 
춤을 통하여 학교 친구들과 일본문화를 공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일본 타이코(드럼) 
춤 ECA(extra curricular activity)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함께 
공연하는 ISS의 친구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사들 또한 
ECA가 있을 때마다 그녀가 공연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 
했습니다.

이는 모에에게 개인적으로 성취감을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모에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정리합니다. “이는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는 기회이며 춤의 아름다움을 통해 더욱 
고무됩니다!”

춤을 통한 문화 교류의 즐거움

모에(Moe),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키라키라 히카루 예술 무용단과 함께

학생들의 성취 및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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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만세!” 이는 2017년 IB 결과의 최고 점수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차별화된 
학습 접근법을 제공하여 학생들을 양성하는, 포용적인 학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이 적절하였고 정확한 전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특성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들은 자신들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배타적인 입학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ISS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거나 또는 성공적인 인생에 이르는 
다른 진로를 설정하든가 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ISS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IB 
평균점수는 32점이며, IB 결과는 20점대 중반에서 40점대까지 분포합니다. “
이와 같이 IB 점수가 넓게 분포하는 것은 바로 포용적인 입학정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스템 및 정책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ISS가 
세계 평균인 29점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표용성이라는 우리의 
약속을 더 공고히 해 줄 것입니다.” 라고 ISS 교장인 마가렛 알바레즈 박사( Dr. 
Margaret Alvarez)가 말합니다.

IB 학생 중 최고성적을 기록한 린(Rin)은 부단하게 공부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프로젝트를 달성 가능한 목표가 부여된 세부 과업으로 구분하는 학업계획을 
수립하게 해 준 엄격한 제도가 성공의 핵심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 
시간을 희생해 가면서 지도하고 가르치며 질문에 대해 완벽한 대답을 해 주었던 
많은 교사진의 확고한 배려, 헌신 및 지원과 함께, 린을 발전시키고 수업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결국은 탁월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린과 2017년 과정에 축하를 보냅니다. 잘 해냈습니다! 극기의 투지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흥미진진한 대학생활에 안착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흔들리지 않는 배려와 지원, 헌신을 보여준 모든 교사진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ISS의 학생들이 잠재력을 최대로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탁월한 결과를 통해, 
세계 유수의 상위권 
대학 입학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진학하는 영국 및 

유럽의 대학:

•	 Imperial College, London

•	 Kings College, UK

•	 University of Warwick

•	 Cardiff University

•	 Trinity Laban Conservartory

•	 Les Roches, Switzerland

•	 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학생들이 진학하는 영국 및 

유럽의 대학:

•	 Purdue University

•	 New York University

•	 Northeastern University

•	 University of British 

Colombia

학생들이 진학하는 호주 및 

아시아의 대학:

•	 University of Sydney

•	 University of Melbourne

•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Hong Kong

2017년 IB 결과

졸업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취 및 공헌



졸업생 커뮤니티

저는 ISS 국제학교에서 2년 조금 넘게 공부하고 
1995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러시아 상업 및 투자은행들의 조사분석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2016년 초부터 
러시아 수출신용 및 투자보험공사(EXIAR)
에서 리서치 담당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ISS에서의 경험 덕택입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러시아와는 확연히 다른 
교육방식에 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국적 및 배경을 가진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경험의 폭,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디미트리 페도킨 
(Dmitri Fedot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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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다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ISS에서의 경험 

덕택입니다.”

“여기에서 얻은 경험의 폭,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Dmitri Fedotkin

우리의 졸업생들은 전 세계에 

걸쳐 있으며, ISS 국제학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네트워킹 행사, 전문가 강연, 

동창회 모임 또는  대화의 

기회를 통해 졸업생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Neque porro quisquam est 
qui dolorem ipsum quia

졸업생들이 배움이라는 일생의 과정에서 무엇을 성취하였고, ISS에서의 생활을 통해 현재의 내가 되었고 

무엇을 하게 되었으며 국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에 들어와 졸업생들의 최신 소식 및 행사들을 업데이트하기 바랍니다!

www.facebook.com/groups/isssgalumni/

ISS 졸업생

디미트리 페도킨 (Dmitri Fedotkin)

https://www.facebook.com/groups/isssgalu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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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름학교 디스커버리(Summer School Discovery 2017)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모두에게 흥미진진했던 경험이었습니다! 2017년 7월 3일부터 7월 28
일에 걸쳐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여름휴가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제공하게 
되어 우리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4주 동안 거의 300명의 학생들이 여름학교에 
참가하여 오전, 오후 및 종일 코스에 등록하였습니다.

언어 디스커버리, 예술(미술, 공작, 연극, 음악) 디스커버리,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디스커버리 및 디스커버리 어드벤처(
운동경기)의 4개 분야를 대표하는 다양한 코스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도록 숙련된 교사들이 지도하였습니다.

언어 디스커버리 코스에서 학생들은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을 
통하여 영어의 기초를 강화하고, 크리에이티브 랭귀지 코스(Creative Language 

courses)에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어린 학생들은 만화책을 만들고, 
고학년 학생들은 단편 소설과 시를 만들어 발표합니다.

올해에는 특히 예술 디스커버리가 강화되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룹으로 공연하는 것을 익혔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모여 저학년 및 고학년 학생들의 저스트 플레이(Just Play!) 음악 
공연과 디스커버리 드라마 학생들의 연극 공연을 즐겼습니다. 단 1주일만에 
학생들이 해낼 수 있었던 성공적인 공개행사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및 비주얼 
아트 학생들은 예술의 역사를 탐구해 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접근법으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화석 찾기, 투석기 제조, 화산 제작, 풍력자동차 조립 – 우리의 어린 과학자들과 
고생물학자들이 STEM 디스커버리 코스에서 직접 만들어본 것들입니다! 고학년 
학생들(미래의 엔지니어)은 코드를 만들어 음악을 작곡하고, 자신의 컴퓨터 
게임을 설계하고, 로봇 자동차를 조립하고, 레이저를 이용하는 게임을 기획하고, 
드론을 띄워 친구들과 경쟁하였습니다.

디스커버리 어드벤처 코스에서 학생들은 그룹 스포츠, 경쟁, 암벽 등반, 양궁, 
태권도, 합기도, 골프, 수상 활동 및 기타 흥미진진한 활동과 경기를 즐겼습니다.

2017 여름학교 디스커버리에 참여한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코스들은 매력적이면서 도전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던 동시에, 학생들은 귀중한 
경험, 새로운 친구,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귀가하였습니다.

미술시간에 다양한 재료와 생각을 

시도해 봅니다

아이디어, 전략을 짜내서 멋진 

투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음악시간에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하여 리듬과 박자를 배웁니다

로봇공학을 활용하여 문제해결능력과 

분석기법을 개발합니다

2017 여름학교 디스커버리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재미없는 유일한 시간은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 ISS 여름학교 학생

“수업이 즐거웠으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좋았습니다.”
- ISS 여름학교 학생

“가장 흥미로운 수업은 모험 스포츠였습니다. 전에는 
하지 못했던 다양한 스포츠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호신무술(태권도 및 합기도)이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ISS 여름학교 학생

주요 행사



Parent Teacher Association (PTA)는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으며, 한 해 동안 열정, 
노력 그리고 유머를 보여 준 위원회 위원, 학부모, 후견인과 교직원에게 그 공이 
돌아가야 합니다. 재미있는 미팅과 행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PTA는 다시 한번 학부모,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두뇌를 
테스트하는 퀴즈의 밤에서부터 축제 및 학부모 현장 체험이 있었습니다. 연례 
인터내셔날 데이는 당연히 연간 행사 중 핵심적인 것으로서, 학생들은 놀라운 
국가들을 알리는데 있어서 대단한 상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교사, 학부모 
및 후견인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PTA의 목적 중 하나는 학교 지원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전형적인 예이며, 올해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이 행사에 만족해 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학교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기부입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세 학교의 미술 및 연극 분야에 대한 기부가 이루어졌고, 이 뿐만 아니라 학생 
위원회를 후원하였고, 학생들이 선택한 자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교직원들을 위한 BBQ 행사를 가지면서 올해 학년을 마치게 된 것은 
환상적이었습니다. 평생 학습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탐구적이고 박식하며 
의욕적이고 배려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키워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해온 
교사 및 직원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이러한 비공식적인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ISS의 PTA는 학생 및 성인들 위한 행사들을 기획함으로써 학교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한층 노력할 것입니다. 어떠한 의견 및 제안도 환영하며, 다양한 
행사에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비키 (Vicki)
ISS PTA 회장,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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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의 목적 중 하나는 

학교 지원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학생과 그 가족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제가 

전형적인 예이며, 

올해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이 행사에 

만족해 했습니다.

PTA 축제

PTA의 한 해 요약

스포츠 데이 행사에 참석한 PTA위원회 위원들

2016-2017 PTA 위원회

주요 행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8월 4일)

신입생이 캠퍼스에 익숙해지고, 학교 친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이 ISS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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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활동 - 8월부터 9월까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PTA 미팅

개인 프로젝트의 날

MYP 모국어 브리핑

점심시간을 이용한 연주회

PYP과 MYP의 교수법 및 학습법

10학년 개인 프로젝트의 날 (8월 18일)

10학년 학생들은 범세계적인 시각에서 저마다의 관심사를 표현하는 개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흥미롭고 생산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즐겁고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동시에,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가졌습니다.

12학년 점심시간을 활용한 음악 연주회 (8월 25일)

12학년 학생들은 프레스톤 캠퍼스에서 점심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공연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Scholastic Environment Fund  (SEF) 웅변 워크샵 

(8월 19일)

SEF는 국제교육부 학생들이 9월에 있을 웅변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패터슨 캠퍼스에서 웅변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SEF는 2001년 ISS의 20주년을 기념하여 설립한 자선단체입니다. SEF

는 국제교육부 학생들이 협동하여 환경관련 중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TA 미팅 (8월 28일)

PTA의 올해 첫 미팅이 있었고, 긴 여름휴가를 마치고 다시 만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어 흥분을 느끼며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PTA는 다른 학부모를 만나고, 자녀들의 경험에 함께 참여하며 

일정 역할을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국어 정보의 저녁 (8월 29일) 

ISS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제공하는 것들과 학부모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저녁입니다.

교수법 및 학습법 (PYP, MYP 및 DP) (9월 7일, 20일) 

학부모들이 IB 커리큘럼과 다양한 과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간담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닝 커피와 함께 하는 교수법 및 학습법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과의 만남의 밤 

(8월15, 22, 23일)

자녀들의 담임 및 과목 교사들과 만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커리큘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나간 행사



PTA 연례 총회

초등학교 운동회

PTA 연례 총회 (9월 13일)

9월 13일에 PTA 연례 총회가 있습니다. PTA 임원진도 선출됩니다. 

이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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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행사들 
9월에서 11월까지

수영 대회

인터내셔날 데이

중학교 장벽없는 주간

Scholastic  Environment  Fund  (SEF)  웅변대회 
(9월16일)

SEF는 패터슨 캠퍼스에서 연례 웅변대회를 개최합니다. SEF의 

회원인 국제교육부의 모든 학생들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발표 주제는 환경에 중점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9월 22일)

9월 22일에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립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스피릿 위크 (Spirit Week)  
(9월25일에서 28일)

매년 MYP 수영 경기에 앞서, 중학교 스포츠 지도자들은 학교정신을 

고양하고 수영경기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스피릿 

위크를 마련합니다. 작년과 유사하게, 한 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흥미거리와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MYP 수영 경기 (9월29일)

MYP(Middle Years Programme) 수영 경기가 9월 29일에 열립니다. 

다양한 행사와 학생들이 수영하는 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내셔날 데이 (10월 6일)

인터내셔날 데이는 한 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다문화 공동체에 대해 배우고 

축하하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워크샵이 

열리며, 각자가 준비한 전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중학교 & 고등학교 장벽 없는 주간
(10월 23일에서 27일)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등의 아시아 국가로 체험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학생들은 

공동체에 보답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앞으로의 행사



초등학교 책 박람회 (11월 1일) 

책 일기는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영어를 연습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도서관에 들러 새로 나온 책을 찾아 당신의 컬렉션에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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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다가오는 행사 

책 박람회

중학교 학생이 이끄는 컨퍼런스

중학교 학생이 이끄는 컨퍼런스 (11월 1일)

11월 1일에 열리는 컨퍼런스는 중학교 학생이 이끌게 되며,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 가를 자녀들의 시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자기 부모님의 ‘여행 가이드’

로서 다양한 활동 및 지식과 학교에서 배운 교훈을 공개합니다.

싱가포르 소식

자녀들과 함께 하거나 또는 ISS의 다른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크래키트 교수(Professor Crackitt)의 빛과 조명의 환상적인 미로

크래키트 교수가 실험실에서 잃어버린 애완 앵무새 와트노트(Wattnot)를 찾아라. 
다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똑 같이 생긴 복도에서 길을 찾아, 빛과 조명에 
의한 다양한 현상을 보여주는 교수의 기발한 발명품을 확인합니다.

전시회는 방문자들에게 빛, 색 그리고 반사의 물리학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Hall A, Science Centre, 15 Science Centre Road,Singapore 609081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과학센터 입장마감은 오후 5시 15분

+65 6425 2500

http://www.science.edu.sg/exhibitions/Pages/MirrorMaze.aspx

야생 속으로
실감나는 가상 모험으로!

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을 다시 심는 역할을 할 때, 가상모험은 현실이 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대한 서약과 함께 가상의 나무를 심을 때마다,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 실제 나무가 심어질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http://www.singaporeforkids.com/events-and-happenings/#MON

http://www.littledayout.com/events/2017-10-01/

ArtScience Museum, 6 Bayfront Ave, Singapore 018974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65 6688 8888

http://www.marinabaysands.com/museum/into-the-wild.html#71LM0m0viQtirUQy.97

앞으로의 행사

http://www.science.edu.sg/exhibitions/Pages/MirrorMaze.aspx
http://www.singaporeforkids.com/events-and-happenings/#MON
http://www.littledayout.com/events/2017-10-01/
http://www.marinabaysands.com/museum/into-the-wild.html#71LM0m0viQtirUQy.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