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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발간을 축하하며 ISS의 바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17/2018 학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습니다! 1분기는 바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내 대학 박람회 (on-
site University Fairs), 초등학교 스포츠 
데이, MYP 수영 갈라(Gala), 연례 인터내셔날 
데이였고, 특히 인터내셔날 데이는 모두 모여 
우리 공동체의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닮은 
점을 공유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고양하는” 
훌륭한 행사이었습니다.

세계를 돌아 보면, 정치, 사회 및 환경적 
이슈 분야에서 그다지 좋지 않는 뉴스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ISS의 교사들이 매일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학교로서의 우리의 역할은 모든 
학생들을 세계 속으로 데려다 주는 여러 스킬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학문 만이 
아니라 정직, 배려, 개방적 태도, 비판적 사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래 직면하는 
도전에 굴하지 않으며, 이를 공감하며 또 이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러한 스킬 개발을 지원하는 한 
방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차별 없는 
우리의 주간 생활을 통해서입니다. 학교 
미션과 IB 학생 프로필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11학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롬복(Lombok)에 
여행하여, 그 곳에서 해양 보존과 해양의 다양한 
계층 구조에 대한 지식;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요인들을 습득하였습니다. 과학적 
조사의 수행 방법을 배워, 결과를 해석하고, 
해양 위협 및 보존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10학년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시델리(Sideli)
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곳에서 로힝야
(Rohingya) 난민 학교를 방문하여 어린 

학생들과 교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로힝야 사람들의 역경과 이주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무시당하는 공동체 사회에 
대해 공감하였습니다

9학년 학생들은 3번째 베트남 방문에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과업에는 몇 년 후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게 될 과실수 기증과 
식수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팀 빌딩(team building) 활동과 
지역 공동체 서비스인 페인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7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보르네오 봉쿠드
(Bongkud)에 다녀 왔습니다. 오두막이었던 
유치원을 새로 만들고, 도랑에 다리를 
놓고, 유치원 학생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속 사바이(Sok Sabay) 대피소를 4번 째로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친절을 
베풀고,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여행을 통해 봉사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인도네시아 텔루나스
(Telunas)에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서 정글을 
탐험하고 바닷가에서 수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데크에서 바다로 뛰어 
들기도 하고,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소통자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팀원으로서의 스킬을 개발하였습니다.

3학년 이상 초등학교 학생들은2학기에 
인근으로 캠프를 떠나, 봉사 활동 및 글로벌 
시민 정신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방문 활동은 경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감 있고, 자주적이며, 
균형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행 모두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 및 시각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법. 이러한 것들이 바로 모든 글로벌 시민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헤쳐 나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이 e-뉴스레터의 페이지를 넘겨 학생들이 
경험한 많은 활동과 기회들을 보게 되실 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훌륭한 세계 시민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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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비판적 사고와 살아 
있는 토론!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사고는 교육에서 종종 장점으로 내세워 지고 있지만, 실제 
무슨 뜻일까요? 이는 연속체의 양 끝이며, 둘 다 가능한 한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스킬입니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다분야에 걸친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고 바라보도록 해 줍니다. 우리는 타인과 토론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 조사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획득된 정보를 활용하는 비판적 사고의 스킬을 사용하여 유용하고 
건설적인 지식 감각을 키웁니다; 다양한 관점과 타인의 시각에서 문제를 고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 성공적인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모든 정보의 분석.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숙고하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비판적인 사고 스킬을 
사용합니다.

오늘날 세계는 예측 불가능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상호 연결된 글로벌 경제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분석하여 이러한 전문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고, 최선의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이 경쟁에 있어서의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으로 사고 스킬을 적용하고; 창조적으로 적응시켜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비판적인 ‘기민함’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공식을 계속 적용하게 되면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어야 합니다.

ISS 국제 학교에서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데 있어서 이러한 체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독해력을 사용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이해도를 표현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할 줄 압니다. 이러한 과정은 
저학년 때부터 줄곧 적용되며, 4세에서 18세까지의 학생들의 스킬 개발에 있어서 
이와 동일한 교육 철학이 교육의 전달과 그 결과의 도출 과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우리의 교육진은 학생들을 위해 사고의 문화에 맞는 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다양한 학문적, 다문화적 접근법으로 문제를 탐구하고 고려하며, 
교실에서 배운 것과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사이의 유사성을 밝혀 냅니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거시적인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고 다분야에 

걸친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하고 

바라보도록 해 

줍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중학교 학생들이 답을 찾기 

위해 실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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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서, 창조적 언어 수업에서 문법과 구두법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글로벌 이슈와 그 영향에 
대한 주제를 그 배경으로 하는 과목을 배움에 따라, 언어가 
보다 흥미로운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다양한 국적의 반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들의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을 이해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창조하여 
다양한 관점에 관한 주제를 수업에서 발표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언어 능력을 키우면서도 여러 단계, 즉 언어의 원리, 
자료 수집 및 분석, 토론 및 논쟁, 구두 스킬 및 일반 상식 - 
비판적 사고 개발의 모든 부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학생들이 이와 같은 비판적 사고의 
스킬 세트를 채택하고 개발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교육진은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교육, 학습 
및 사고에 있어서의 깊고 풍부한 토론이 교사들이 경험의 
토대가 되는 전문적인 커뮤니티의 발전이 학생들의 사고력 
및 학습을 육성하는 토대를 제공한다.” (출처: 사고 프로젝트 
문화의 6가지 핵심 원리). 이는 ISS의 교육 전달의 기본 
요소와 결합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목표 의식을 개발하고 
추구하도록 권장되는 자율적인 환경을 개발하고; 이러한 자아-
발견의 여정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통합성을 
확보하며; 그리고 각 학생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공부하여 
그 배움으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도로 개별화된 맞춤형 스타일로 각 수업 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예측할 수 없으며, 직면하는 이슈와 문제들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을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접근법은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분야를 망라합니다.”라고 IB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고등학교 
지식론(ToK) 교사인 준고(Jungo)가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각 학생들의 평소 믿음과 달리 이슈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지 말고, 또 자신들의 문화적 또는 종교적 
배경에 의해 결론을 내리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전후 관계를 
통해 이슈를 파악
 
하고 항상 이에 의문을 가지며,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광범위한 독서를 하고 자신들이 아는 모든 것을 상황에 
적용하여 이슈를 해결하는 새로운 사고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학생들과 자주 일대일로 교감하며, 지식론 저널에서 
그들의 생각을 읽어 발전된 모습을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각기 다른 전략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읽으면서 성숙함을 느낄 때 매우 
기쁩니다. 이는 매번 적용했던 전략을 보여 줍니다.”

중학교에서 교사들이 다방면의 학과목에 걸친 수업 접근법을 
사용할 때, 비판적 사고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돌아보고, 의문을 가지며,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해 보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제2의 타고난 성격이 되며 수업 환경을 넘어서 
확장하게 되는 비판적 사고 스킬을 구축합니다. 교사들은 7
학년 학생들로 예를 듭니다. 그들에게 가상의 대규모 정원을 
학교에 설계하라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기하학적인 디자인 
개념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 디자인의 정확성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자신들만의 예산과 원가를 고려해야 했으며, 
만족스러운 학습 환경이라는 자신들의 필요성을 달성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도전적인 과업이었으며 사려 깊고, 현실적이며 
의미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이 실제 
생활 시나리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의문을 
표현하며, 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여 그들이 배운 것을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겜마(Ms. Gemma)

11학년 학생들이 프로젝트 

준비를 위해 공동 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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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SS의 교육 철학을 환영합니다. “4학년을 마치면, 학생들은 목재, 대나무, 
플라스틱, 폴리우레탄과 같은 다양한 단단한 재료를 탐사하는 법을 배우고, 
흥미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는 일에 도전합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ISS 공동체의 모든 학생들은 이제 도서관 밖에 창조된 ‘태양계와 우주’를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네덜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대학에서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밟고 있는 스웨덴 출신 졸업생인 요한나
(Johanna)는 이러한 점에 공감합니다. “ISS에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공부하는 동안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쌓였습니다. 지식론 
수업에서 지식을 획득하고, 이와 같은 사고를 모든 과목에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부했던 각 과목 전체에 스스로의 해석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저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이슈를 되돌아 보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지식론 수업에서 수학이 발견된 겄인지 아니면 발명된 
겄인지에 대한 맹렬한 토론을 거친 후에, 11학년 수학 수업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과목에 대한 이러한 깊은 사고로 수학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과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변화하고 성숙해 진 모습을 
학부모들이 알게 되었을 때, ISS의 성공은 정점에 다다릅니다. 폴(Paul)과 
애비스(Avis)는 자신들의 딸인 그레이스(Grace)가 과거에는 결코 흥미롭지 
않았던 이슈에 대해 사고하고 분석하는 것을 보고 기뻤다는 일을 말합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의문시하며, 자신만의 질문을 생각해 내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시사적인 문제의 유사점을 도출해 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치 독일과 공산 러시아에 대한 최근의 학교 공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 최근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유사점을 분석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애비스(Avis)는 덧붙입니다. 이는 저녁 
식사를 생동감 있고 즐거운 토론 자리로 만들어 주었고, 기존이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비판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교육이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때, 이는 준고(Jungo)에게 매우 큰 기쁨입니다.

보다 신속하게 작동하며, 다른 로봇을 

격퇴시키도록 로봇을 프로그램하였다 

레옹 웽 캄(Mr. Leong Weng Kam)은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1975년에 ‘싱가폴 
암드 포스(Armed Force) 월간 파이오니아’
의 리포터로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7
년에 스트레이트 타임즈(The Straight Times)
가 여러 언어로 발간되기 시작했을 때, 다언어 
담당 기자로 에 입사했습니다. 그 후 지역, 중국, 
해외 및 정치 분야 리포트 및 기사를 작성하였고 
라이프(Life)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그는 2009
년에 발간된 멘 인 화이트(Men In White), 
싱가폴 여당의 숨겨진 이야기(The Untold 
Story Of Singapore’s Ruling Political Party)
를 저술한 3명의 중견 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북경사범대학 (Beijing Normal University)에서 
중국어 및 중국문학 학사를 마쳤으며, 리드 대학
(Leeds University)과 난양 공과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각각 아시아 

퍼시픽 예술학 석사와 중국 현대 예술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5년 이상 ISS 이사회 멤버로서, 그는 1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해 수준 높은 국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커리큘럼 개발과 교사들의 
전문지식 기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학교가 
행한 활동을 지켜 봐 왔습니다. 유능한 CEO, 
학교 대표자, 교장 및 헌신적인 교직원의 리더쉽 
하에 학교는 교육 일선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이고, ISS를 더 높은 단계로 이끌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의 도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또한 ISS가 헌신적인 교사를 계속 확보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포용적이 학교로 만드는 그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의 바람임을 강조합니다.

이사회 알기

레오 웽 캄

레옹 웽 캄 (Mr. Leong Weng K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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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봉쿠드(Bongkud) ‘장벽 없는 주’에서는 학생들이 스포츠와 민속춤에 참여하고 
배구 코트를 짓는 것을 도와 주면서 지역학 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학생들은 현시 시장, 포링 온천(Poring Hot Spring) 그리고 캐노피 산책로
(Canopy Walk Way) 방문을 즐겼다.

“이번 봉쿠드(Bongkud) 보르네오 (Borneo)로의 ‘장벽 없는 주’ 여행은 환상적 
이었다. 우리는 마을을 위해 배구 코트를 지을 수 있었다. 이 일은 힘들었지만 나와 
반 친구들이 이웃 마을들과 함께 노력해 이제는 마을의 여가생활을 위한 새로운 
두번째 배구 코트가 생겼다.”

봉쿠드(Bongkud) 여행은 봉사뿐만이 아니었다. 사실은, 난 학교 친구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에는 유네스코 (UNESCO) 문화 유산인 캐노피 산책로
(Canopy Walk Way)와 온천을 방문했다. 나는 폭포, 온천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에서 
즐거움을 만끽했다.” 

가브리엘 (Koji), ISS 학생

장벽 없는 주

봉쿠드 (Bongkud, Borneo)

5

봉쿠드(Bongkud)에 도착

콘크리트 배합법 학습

제2 배구장 공사

장벽 없는 주(Week Without Walls)는 교실을 넘어서의 배움을 추구한다. 

모든 여행은 학생들의 자기계발을 돕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확장시키며 커리큘럼에 진실성을 가미한다. 이 여행들은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학생들과 교사진이 각각 여행에 대한 소감을 여기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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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벽 없는 주’ 속 사바이(Sok Sabay) 여행은 7, 8학년 학생들에게 알찬 
경험이었다. 속 사바이(Sok Sabay) 보호소의 아이들과 여러 액티비티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보호소 아이들과 민속 작품 만들기, 댄스 워크숍에 참여했고 크메르 루즈
(Khmer Rouge) 시기에 대해서 배웠으며 수영과 세일링을 했다. 

속 사바이(Sok Sabay) 8행시 

속 사바이, 아이들을 위한 쉼터  (S - Sok Sabay a shelter for children)
즐거워하는 아이들 (O - Overexcited children)
크메르 루즈 (K - Khmer Rouge)

봉사와 공감 (S - Service and empathy)
아이들과의 활동 (A - Action with children)
존중 (B - Be respectful)
예술적인 아이들 (A - Artistic children)
워크숍을 한다 (Y - You do the workshops)

“속 사바이(Sok Sabay) 각각의 철자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속 
사바이 여행(Sok Sabay) 에 대한 소감을 8행시로 표현했다. 나보다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다시 속 사바이(Sok Sabay) 보호소를 찾는 
학생으로서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 나의 워크숍들은 에너지와 웃음이 끊이지 
않아 나의 바램을 이루었다고 본다.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옛 교도소 방문을 통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Khmer Rouge) 시기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 배웠다. 글로벌 시민으로서 나는 이런 일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종적으로 이 여행은 또 다시 풍요롭고 스릴 넘치는 
경험이었고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

칼 (Karl), ISS 학생

싱가폴 미술의 주간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이 퍼포먼스, 박물관, 
전시회 그리고 여러 레크리에이션을 접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여러 
유형의 미술의 다양성에 집중했으며 커피 내리기 기술도 배웠다. 
또한 KK병원에서 봉사하며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 빈곤한 가정들을 
위해 푸드뱅크 에서도 봉사를 하였다. 학생들은 싱가폴의 문화와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를 더 잘 헤아릴 수 있게 됐으며 지역의 
적극적인 멤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쳤다.  

“싱가폴 여행은 싱가폴의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으며, 이를 통해 여러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우리는 
싱가폴의 예술을 중점으로 하여 에스플라네이드(the Esplanade)
와 라살 예술대학(Lasalle College of the Arts)를 방문했다. KK
병원에서 쿠키를 팔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모금 활동을 
했다. 모금된 돈은 병원비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쓰인다.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음식 포장을 돕고 정리하며 푸드뱅크에서도 봉사 활동을 하였다. 
놀랍게도 싱가폴에도 먹을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었다. 
힘들었지만 불우한 사람들은 도왔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들었다. 

또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행상인 단체인 ‘디그니티 키친(Dignity 
Kitchen)’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다양한 요리법을 배웠다. 장애로 
인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준비해 준 음식은 맛이 좋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여행은 환상적이었고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아주 뿌듯했다!”

비비카 (Vivika), ISS 학생

싱가폴 (Singapore)

학생들에게 하쿠나 마타타 댄스
(Hakuna Matata Dance) 교습

Dignity Kitchen 에서 요리 강습

웃으세요, 우리 프놈펜에 
왔어요!

KK 자선 빵굽기

속 사바이 (Sok Sabay, Cambo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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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학생들과의 ‘장벽 없는 주’ 텔루나스(Telunas) 
여행은 그들이 잊지 못할 여행이 될 것이다! 그들은 
정글 하이킹과 해변가에서 수영과 다이빙을 하며 
놀고 지역 공동체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우리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서 책을 읽어 주고 
기증했으며, 깜풍(Kampung) 게임과 미술 게임을 
했다. 그에 더불어 지역 학생들에게 체육과 과학을 
가르치고 명상 시간을 가졌다. 이 경험은 전체적으로 
재미있고 풍요로운 배움의 여행이었다. 

“지난 주, 우리는 텔루나스(Telunas)의 지역 학교를 
방문했다. 그 학교는 별로 크지 않고 선풍기가 하나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학생들은 우리가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들은 정말 
남을 배려하였다. 

우리는 지역 학생들이 동생들을 돌보거나 가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일을 하기 위해 6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둔다고 전해 들었다. 그들의 
어려운 삶을 보며 우리 모두가 얼마나 행복한 삶은 
사는지 알게 됐다. 이로 인해 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후아이야오 (Huaiyao), ISS 학생

“39명의 9학년 학생들과 4명의 교사들은 봉사활동, 문화 교육 그리고 육체적 도전이 합쳐 
진 ‘장벽 없는 주’ 여행을 베트남으로 떠났다. 많은 학생들은 잡초 제거, 땅 파기, 식목, 
페인팅 등의 육체적 노동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들은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으며 에너지가 넘쳤다. 강가에 위치한 동 빈(Dong Binh) 마을에서 9
학년 학생들이 돈을 모아 마련한 과일 나무를 심기 위해 땅을 치우는 중에 파이살(Faisal)은 
“식목 활동은 이렇게 힘이 드는데 식품 값은 왜 이렇게 쌀까?” 라고 물었다. ISS 학생들이 
이미 방문했던 곳을 다시 찾게 되어 좋은 점은 2년전에 현재 11학년 학생들이 베트남에 
가서 심은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는 학생들이 서로 돕고 
응원하며 서로의 역량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팀워크 도전들이 많았다. 여행 인솔자들은 
각각의 학생들이 보여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인상 깊게 생각했다.”

“팀으로 일하는 건 재미있었지만 우리 모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힘들기도 하였다. 
팀원들과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서로간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우리 팀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적어도 서로의 의견을 들으려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강민 (Gangmin), ISS 학생

“나는 이 학교에 새로 와 학생들과 학교가 익숙하지 않지만, 이 ‘장벽 없는 주’ 여행 덕에 
여러 나라 출신 친구들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그들 덕분에 이 여행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고 든든했다.”

소피 (Sophie), ISS 학생

“베트남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룹에서의 소통과 위험 감수와 같은, IB 과정을 위한 
프로필 스킬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 ‘장벽 없는 주’ 여행으로 인해 나 자신이 그룹을 이끌 
수 있고 사려 깊은 생각으로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요 (Yo), ISS 학생

호이 안 (Hoi An, Vietnam)

Telunas 에서 WWW!

일반 학교에서 학생들 활동여학생들과 함께 
독서하기

나무 심는 중

전통악기 연주법을 
배우는 학생들!

학교건물 도색 완료!

텔루나스 (Telu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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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딜리(Sedili)에서 우리 10학년 학생들은 잊지 못할 값진 경험들은 
얻었다. 열대 우림에 방문해 이국적인 동식물을 공부했고, 유기농 농장과 
새우 농장에 들려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양식 방 법의 이점들을 
배웠다. 또한 로힝야(Rohingya) 난민 학교에서 지역 학생들을 가르치고 
게임과 그룹 액티비티들을 통해 로힝야(Rohingya) 학생들을 이끌었다. 
우리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해안 생태계에 대해 공부를 했고 해변 청소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웠다. 

“우리는 로힝야(Rohingya)의 탐포이(Tampoi) 학교를 방문했고 나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말을 이해하고 나와 소통하고 
싶어할까 걱정했고 그들이 우리가 그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에 그들이 
흥미를 느낄지 궁금해 했다

하지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 방문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난 14세부터 16세까지의 학생들과 팀을 이루었고 그들과 소통, 팩맨
(PacMan), 소개 놀이 그리고 축구와 같은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그들에게 퍼즐과 퀴즈를 이용해 지리와 수학을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열심히 이에 따랐다. 

로힝야(Rohingya) 난민 센터에서의 경험은 내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와 그들은 
같은 액티비티와 학습 활동을 즐겼다. 유일한 차이는 그들처럼 어려움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운을 타고났다는 것이다. 이 경험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여행은 나의 축복된 삶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다.”  

태균 (Taegyun), ISS 학생

우리 11학년 학생들은 이번 년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상어 가공 공장과 어부의 
섬(Fisherman Island) 을 방문하고, 바이오록(Biorock) 주변에서 스노클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역 학교 공동체에 기여하고 함께 일할 수 있었다. 

“‘장벽 없는 주’는 정말로 풍요로운 경험이었다. 액티비티를 통해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학급 친구들과 함께 일하며 노는 것은 우리의 우정을 더 공고히 해주었다.  

상어마켓 방문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상어가 잡히는 것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슬픔을 느꼈지만 어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힘든 삶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들에게 이 일은 가족의 유일한 소득이기에 매번 2주씩 집을 떠나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바다에서 위험을 견디어 낸다. 그리고 가끔씩은 아무 소득없이 돌아 올 때도 
있다고 한다. 지느러미를 구하기 위해 상어를 사냥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지만 이 
경험을 통해 어부들의 고된 생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언젠가 이 어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생태 관광 가이드가 됨으로써 상어잡이가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싱가폴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나게 주어진 축복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었다.  

산호초를 위해 바이오록(Biorock)을 짓는 기회를 가졌고, 플라스틱 사용 및 쓰레기 
무단 투기와 같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들이 바다에 주는 피해에 대해서 배웠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바다를 구할 수 있는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베라 (Vera), ISS 학생

베라의 ‘장벽 없는 주’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세계적인 이슈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돕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도덕적인 
일들을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었다! ‘장벽 없는 주’ 여행은 모든 학생의 학습 
활동 개발과 인생 경험에 유익하다. 

롬복 (Lombok, Indonesia)

일반학교 학생들과 토론 및 소통

팀 인도네시아!

해변에서 캠프파이어

일반학교 학생들과 공예 작업

로힝야(Rohingya) 학교 학생들과 교류

세델리 (Sedili,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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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신체 또한 능동적인 정신만큼 
중요합니다! 매주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체육 시간에 자신들이 행하는 많은 활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 팀으로서 운동하는 법을 발전시키며, 
게임이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매년 개최되는 초등학교 스포츠 데이는 체육 
시간에 해 왔던 노력에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것을 배웁니다.

올해 스포츠 데이에 학생들은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스포츠 중에 각자 그리고 
모두가 수행한 모습에서 지난 날 힘들었던 
시간이 보상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잘 했습니다. 릴레이에 참가한 학생들이 
보여 준 단호함과 팀 간 경쟁에서 나타난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한 
모험주의자가 아니라 위대한 팀 내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매년, ISS는 학생들을 위한 수영 갈라를 기획합니다. 수영 갈라는 여러 면에서 ISS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MYP(Middle Years Programme)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스포츠를 증진시키고 성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수영 수업 

시간에 열심히 연습하여 최고가 되려 노력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를 돌파하는 

모험가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발전합니다!

“교사로서 인내심을 통해 도전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 보면 

가슴이 훈훈해 집니다. 결과에 관계 없이 사심 없이 팀 동료와 친구들을 격려하고 

돕습니다. 이는 끈끈하게 이어진 ISS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배려와 포용성을 키워 

줍니다.”

폴 크로지어 (Paul Crozier)

운동 & 활동 진행자, 체육 교사

초등학교 스포츠 데이

MYP수영  

준비 땅!

축하해요, 서머셋(Somerset)!

선수들은 출발 준비 중

긴 ~~ 점프투창 경기

미소



우리의 졸업생

저는 1986년 ISS를 졸업했습니다. ISS에서 
즐거웠던 기억은 수영, 트래킹, 프레스톤 
캠퍼스의 포장마차, 캠퍼스 매점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들과 친구들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았으며, 그들이 
제게 가져다 준 다양성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ISS에 지내는 동안 가장 좋았던 일은 미래의 
반려자를 만난 것입이다 - 매리 한리(Mary 
Hanley). 26세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금은 26세된 아들 그리고 두 마리의 반려견과 
지내며 닭과 오리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룹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폰, 서피스, 
X박스, 게임 그리고 부서 내 다른 제품의 
소프트웨어 현지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합니다.

ISS에서의 이러한 경험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배경의 팀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ISS에서의 즐거운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토니 할리히  
(Tony Har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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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좋았으며, 그들이 제게 가져다 준 다양성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ISS에서의 이러한 경험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국제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토니 할리히  (Tony Harlich)

우리 졸업생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ISS 국제학교 

공동체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네트워킹 

행사, 전문가 강연, 연례 

동창회 또는 대화 모임과 

같은 교내 행사에 졸업생들을 

특별히 초대할 계획입니다.

Neque porro quisquam est 
qui dolorem ipsum quia

졸업생들이 일생의 학습 여정에서 무엇을 성취했고, ISS의 생활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듣고자 합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최신의 졸업생 소식 및 행사를 찾아보세요.

www.facebook.com/groups/isssgalumni/

ISS졸업생

토니 할리히  (Tony Harlich)

https://www.facebook.com/groups/isssgalu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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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학년의 새로운 위원회가 2017년 9월 13일에 선출되었고, 위원회 멤버는 
다양한 국적 및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ISS 커뮤니티에서와 마찬가지로 PTA 

위원회도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TA 위원회 신규 멤버: 
회장: 사반나(Savannah), 미국
부회장: 폴(Paul), 영국
재무담당: 클리프(Cliff), 미국
부 재무담당: 닐(Neal), 미국
총무: 바네사(Vanessa), 싱가폴
일반 사무: 카를로스(Carlos), 베네주엘라
커뮤니케이션: 아추시(Atsushi), 일본
초등학교 대표: 이쿠미(Ikumi), 일본
고등학교 대표: 파리다(Farida), 방글라데시
일본 커뮤니티 대표: 리나(Rina), 일본
교사 대표: 마 아예(Ma Aye), 미안마

PTA 의 목표는 학생들과 ISS 커뮤니티를 위하여 학교와 협조하고 지원하는 정신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학년 동안, PTA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합니다. ISS 축제, 트리비아 나이트(Trivia 
Night), 와인 시음의 밤, 학부모 여행 및 워크샵 그리고 이미 잘 알려진 전문가 강연 
등은 모두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우리의 다국적 공동체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행사를 기획하고, 강한 공동체 의식 및 포용성을 가꿔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SS가 글로벌 공동체, 중학교 춘계 발표,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미술 전시회, 
드라마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모금 행사를 제시하는 인터내셔날 데이와 같은 다양한 
학교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PTA 친목의 밤

PT AGM

PTA위원회 발표

모든 학부모가 PTA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pta@iss.edu.sg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페이스 북의 “ISS  

International  School  PTA”를 방문하세요

PTA 위원회

ISS 패터슨 캠퍼스에서 제프 키니 
(Jeff Kinney)

저명한 문학자인 제프 키니(Jeff Kinney)가 ISS 패터슨 캠퍼스를 방문하여, 그의 
시리즈인 “윔피 키드의 일기(Diary of a Wimpy Kid)”에 대한 그의 영감을 나누고, 
그 책을 쓸 때 무엇을 그렸는지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저자의 지도 아래 그려 보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자에게 책과 그의 스케치에 대해 질문이 넘쳐 나는 것을 볼 때, 학생들의 열정은 
틀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자 사인을 받으려는 긴 줄 또한 이러한 열정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책을 쓰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키니(Kinney)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러한 영감을 결합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고 웃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ISS 학생인 미아(Mia)가 말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교육 기회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ISS의 교육 환경은 역동적입니다. 제프 키니(Jeff Kinney)
와 함께 한 이러한 실험적인 시간을 통해 스케칭의 섬세한 부분에 대한 이해력, 
자신에게 솔직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 그리고 매사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프 키니, ISS방문!



올해 인터내셔날 데이의 주제는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닮은 점을 공유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고양하자”이었습니다. 이는 인터내셔날 데이 뿐만 아니라 ISS 교육 및 학습 

환경에서 권장되고 육성되는 주제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을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키워 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신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우리 커리큘럼의 필수 

요소이며, 학교의 가치 및 문화 시스템의 토대입니다. 35년전에 학교가 세워 졌을 때 

찬 치 셍(Mr. Chan Chee Seng)은 교육에 대한 애정과 국가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여, 범 세계적인 시야를 갖는 포용적인 국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활동 & 창의력, 진정성 있는 행동을 개발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주변이나 

싱가폴의 공동체를 돕기 위한 프로젝트 등과 같은 많은 봉사 기회가 커리큘럼 내에 

주어졌습니다. 교실에서도 학생들은 배운 교훈을 통해 많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 수업은 생생하고, 현재를 반영하며, 실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퍼레이드, 문화를 초월하는 공연, 나라별 학생 작품의 전시, 학생 주도 워크샵을 

통해 보여 지는 50개 이상의 국적을 축하하면서, ISS 커뮤니티의 다양한 색상의 

전통 의상을 보는 것은 환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학생들이 점차 이해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또한 우리의 

주최국인 싱가폴에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을 보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게임과 일반 상식 퀴즈를 통하여 싱가폴을 기념하는데 있어서 학생회가 

주도하였습니다. 5학년 학생들은 싱가폴을 존경하는 작품 설치에 돌입했습니다. 올 

학년에 걸쳐 계속 확장되면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사에 자원 봉사로 참여한 학부모와 후견인들로부터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패터슨 캠퍼스의 복도를 정보 및 여러 국가의 이미지로 화려화게 

장식하였고, 뷔페에서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 놓았습니다.

인터내셔날 데이는 성공적으로 기념되었습니다. 교사진들의 노고와 헌신, 학생들의 

열린 마음, 학부모/후견인, ISS PTA, 인터내셔날 데이 위원회들의 지원 덕분에 문화 

및 국제주의가 성공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지우(Jeewoo) 학생이 멋지게 요약합니다. “인터내셔날 데이에 우리는 많은 활동과 

음식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언어와 문화를 소개받습니다. 다양한 나라들의 관습과 

행동 양식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온 반 친구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가끔 문화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서로 간의 오해가 방지됩니다. 진정으로 인터내셔날 데이가 좋습니다.”

리자 미센(Lisa Missen)

복합 독해 진행자, 드라마 교사

인터내셔날 데이 위원회 주임

주요 행사 12

댄스 공연

기수단

새로운 악기 배우기!

공연에 들리는 관중들

다른 나라 음식 배우기

2017 인터내셔날 데이

참가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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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활동  
9월부터 11월

대학교소개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부형과 학생들

PTA 연례 총회

경주 시작!

초등학교 운동회 (9월 22일)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회를 즐겼습니다. 각자가 그리고 모두가 그 

동안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한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모두 잘 했습니다! 승자인 오차드(Orchard) 하우스 팀, 축하합니다! 

학부형회 AGM/친목 활동/모임  

(9월 13일, 14일 / 11월 6일)

당교의 학부형회는 지난 9월 13일 열린 AGM에서 2017-2018 학년도 

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선출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밤 학부형회는 

성대한 음식과 와인을 준비하여 학부형들간 서로를 알기 위한 친목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11월 6일 있었던 학부형회는 “Wellness”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위원회의 멤버들이 학부형들에게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당교의 상담선생님과 간호사들과 협조하는 장이었습니다. 

중학교 스피릿 위크(Spirit Week)  
(9월 25일부터 29일)

매년, MYP 수영 갈라에 앞서 중학교 스포츠 지도자들이 학교 정신을 

개발하고 수영 갈라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스피릿 위크

(Spirit Week)를 기획합니다. 올해 피구 시합을 했고 학생들은 이를 

즐겼습니다!

대학 진학 정보 제공 (9월 7일)

대학 소개를 위한 밤에서, 11학년 및 그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진학 정보가 제공됩니다.

성령 주간 도지 볼 하우스 도전

인터내셔날 데이 (10월 6일)

서로 다름을 인식하고, 닮은 점을 공유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자.

인터내셔날 데이는 ISS 국제학교를 대표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모두가 전통 의상이나 고유의 색으로 

차려 입고, 신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연과 워크샵으로 가득한 날이었고, 전 세계의 음식 또한 빼 놓을 

수 없었습니다.

MYP수영 갈라 (9월 29일)

MYP 학생들이 수영 갈라에 대비하여 힘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보여 주었습니다! 훌륭한 스포츠맨쉽과 팀웍을 보여 주며 

모든 경주에서 훌륭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멋진 날이었습니다.

수영하는 모습

인터내셔날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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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장벽 없는 주간 (10월 23부터 27일)

중학교 학생들은 매년 장벽 없는 주간(Week Without Walls 

(WWW))이라고 불리는 학교 여행을 통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등의 나라에서 봉사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러한 여행에서 문화 간 교환 및 이해를 키워 주는, 의미 있고 

실용적이며 독창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발표회 (10월 27일)

유치원 2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조직화하는가’라는 

주제로 댄스 공연을 가졌습니다. 세계 각지의 춤과 노래를 망라하여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선 달리기 행사 (10월 28일)

깨끗한 화장실이 부족한 국가를 위해 모금하기 위해 개최되는 

달리기 행사(Urgent Run)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선 달리기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선 모금을 도울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생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초등학교 책 박람회 (11월 1일)

10월에 패터슨 캠퍼스에서 초등학교 책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며, 독서야말로 어휘와 

지식을 늘리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중학교 학생 주최 컨퍼런스 (11월 1일)

11월 1일 중학교 학생들이 주도하는 컨퍼런스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시각에 바라 본,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 스킬, 지식 및 그들이 받았던 

수업을 부모님께 공개하면서 부모님의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장벽없는 주간에서 학교 건립을 
돕는 학생들

초등학교 책 박람회

학교에서 하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 주고 있는 학생

유치원 2학년  학생들의 춤과 음악

자선 달리기

미술 전시회 (11월 15일부터 1월 15일)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IN Art Exhibition

에서 학생들의 미술 작품이 싱가폴의 다른 학교 학생들의 작품들과 

함께 전시됩니다. 들러서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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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행사
11월부터 12월

IB 정보 공유 저녁모임

빛 공연 축제

초등학교 2학년 발표 (11월 24일)

매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공연할 기회를 갖습니다. 

이 공연들은 다양한 공연 아이디어에 기반한 예술 공연입니다.

고등학교 IB 디플로마 정보의 밤 및 과목 소개  
(11월 30일)

IB 커리큘럼과 ISS에서 배우는 여러 과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고등학교 10학년 디플로마 정보 및 과목 소개에 

참가하셔서, 11학년과 12학년에 자녀들이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Festival of Lights 공연 (11월 6일)

고등학교 음악 학생들이 연례 Festival of Lights 공연을 합니다.

 

일본 대학 박람회 (12월 10일)

패터슨 캠퍼스에서 일본 대학 박람회가 열립니다. 일본의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코스에 대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코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학교 액션 데이 봉사 (12월 14일)

매 학기 끝에 중학생들은 액션 데이 봉사에 참여합니다. 액션 데이 

봉사는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의 일환입니다.

개인 프로젝트 전시 (12월 12일)

개인 프로젝트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관심사에 

대해 만든 작품이나 캠페인을 만듭니다. 뮤직 비디오 또는 자선 

행사를 기획하여 모금하는 웹 사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12월 12

일에 학생들은 프레스톤 캠퍼스에서 개인 프로젝트를 전시합니다.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일본 대학 박람회

고등학교 MYP 개인 프로젝트 전시

자연을 활용하여 작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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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행사
자녀들을 데려 오거나 또는 다른 ISS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행사와 
활동들이 있습니다!

Endless Wonder (무한한 경이로움)

오처드 路 비즈니스협회(Orchard Road Business Association:ORBA)는 오처드 
로에서 Endless Wonder의 크리스마스 맞이에 자신 있게 귀하를 초대 합니다. 

쇼핑 몰과 지하철이 만나는 싱가포르의 쇼핑 가를 한가로이 거닐며 마술과 미스터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빛의 세계에 흠뻑 빠져 Greet Street를 
거닐면서 황홀함에 젖어 보시기 바랍니다. 

팝업(pop-up) 상점과 놀라운 음식, 오락 승마와 야외 공연이 어우러지는 크리스마스 
빌리지를 들러 여타 경험과는 다른 쇼핑 경험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우리의 Greet Street 방문을 환영하며 ORBA가 귀하를 또 다른 변화무쌍한 
크리스마스 불꽃으로 안내합니다.  

크리스마스 원더랜드

크리스마스 원더랜드는 마리나 베이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리는 큰 축제이며, 
싱가폴의 대형 축제 중 하나로 알려 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원더랜드는 다양한 활기찬 오락 거리, 조각, 아이스 스케이팅, 시식 및 
크리스마스 축하로 넘쳐 나는 자리입니다. 가족과 함께 오셔서 축제 시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Ngee Ann City Civic Plaza (크리스마스 빌리지) 

일요일 - 목요일: 11am - 10pm 

금요일 - 토요일t: 11am - 11pm 

크리스마스 주간: 매일 11am - 11pm

www.orchardroad.org/christmas/

18 마리나 가든 드라이브, 마리나 베이, 싱가폴

2017년 12월 4일부터 26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

http://www.christmaswonderland.sg/index.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