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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학년이 끝나감에 따라, 마무리되는 

학년을 돌아보고 새 학년을 기대하게 되는 

적절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학년에는 학교 전략계획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능동적인 글로벌 시민정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교사진은 

이 분야의 최선 사례를 조사하는데 막대한 

시간을 투여하였고, 그 결과 초등학교 모국어 

향상 프로그램을 발족시켰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학생 글로벌 시민정신 인식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초등학교 팀은 국제적인 관심사인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PYP 전시를 개선하였습니다.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내년 학년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올해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문화간 역량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다양성 축하’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PISA 글로벌 역량 평가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최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교육부서는 학교가 이와 같은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왔습니다. 

교육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게 되어 기쁩니다!

뉴스레터를 훑어 보면, 바쁜 학교생활 중에 

지난 수 개월간 진행된 활동들에 중점이 

두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학교 재능 공연, 중학교 스팀 (STEAM) 주간, 

초등학교 캠프, PYP 전시, 고등학교 MYP 예술 

공개행사, 그리고 12학년 졸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춘계 학교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최근 2018년 반 (12학년 졸업생)에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졸업생들이 받은 탁월한 대학 

입학허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졸업생 

모두가 인생의 새로운 시기를 전개하면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 ISS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보여준 노력에 감사 드리며, 편안한 

여름 휴가를 지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8

월에 ISS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ISS를 

떠나는 이들에게도 앞으로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마가렛 알바레즈 (Dr. Margaret Alvarez)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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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ISS 알아보기:

모험가가 되어라,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면 몇 배를 
얻는다!

학생들의 성취 및 공헌:

에스플라나데(The 
Esplanade)에서 열린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콘서트

중학교 프로그램 예술 공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육상대회 
(Track & Field Day)

중학교 재능 공연

중학교 스팀 (STEAM) 주간

PYP (Primary Years 
Programme) 전시

초등학교 캠프 (3, 4, 5학년)

12학년 졸업

지난 행사:

학교 활동
3월 - 5월

앞으로의 행사:

기대되는 행사
6월

싱가포르의 다가오는 행사:

앞으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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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춘계학교2018
12

13

15

16

우리의 졸업생:

마오 카와사키    
(Mao Kawasaki)

11

이사회 알기:

설립자 가족의 리더쉽 
– 회장 찬 치 셍 (Chan Chee Seng), 

CEO 찬 칭 외 (Chan Ching Oi) 

그리고 부회장 찬 문-에 (Chan 

Mun-E)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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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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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 들여다 보기 2

자녀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 및 국제 
학교 선택법
“학교에서부터 대학, 그리고 직장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skills)은 항상 변화하며 동시에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학교의 
프로그램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에 행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스테판 홈즈, 교육 마케팅 및 교육 논평 박사 (Dr. 
Stephen Holmes. PhD Education Marketing and Reputation).

세계화 (globalisation)와 디지틀화 (digitisation)는 이 시대의 트렌드 (trend)입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능력 세트 (skill-sets)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 발견해 내고, 새로운 지식과 사고력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연구조사;
• 스스로의 학습을 관리하고 타인과 협력;
• 새로운 상황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적응; 
• 다양한 대인관계 능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도록 의사소통;
• 글로벌 마음가짐;
• 기업가 정신;
• 항상 진실하고, 신뢰적이며, 책임감 있으며, 겸손한 태도

이와 같은 능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유연하고 편안한 태도 및 윤리성을 개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상이하며 자신과는 다른 관점과 기대를 가진 타인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능력은 빅 데이터 (big data) 및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결론에 이르게 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과과정과 
교육법을 전개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올바른 능력, 
태도 및 마음가짐을 갖추고, 사회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공헌해 나갈 수 있는 행복하고 
성취감을 가진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어떤 요소가 학교로 하여금 이와 같은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인가요?
여러 학문에 걸친 교육에 중점을 두며,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 환경을 가진 
학교.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교.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학교.

세계화 (globalisation)
와 디지틀화 
(digitisation)는 이 
시대의 트렌드 (trend)
입니다. 이와 같은 
트렌드에서는 학생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능력 세트 (skill-sets)
를 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행착오를 통한 자아 발견



ISS 들여다 보기 3

ISS국제학교는 왜 이와 같은 기준에 적합한가요?
• 여러 학문에 걸친 교육에 중점을 두는 탐구기반 학습 환경
이는 ISS교육환경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른 나이부터, 즉 
4세때부터 유치원에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교육합니다. 교사진들은 학생들이 조사하고 발견하며 결론을 도출하면서 
성장하고 배워가도록 격려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합니다. 탐구기반의 학습을 
실천하며, 자아-발견 과정의 하나로서 혁신적이며 통찰력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북돋아줍니다. 이러한 가치는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삶의 
복합성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전형적인 예: 4세 학생들은 
정사각형이 4개의 같은 면을 가진다고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양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집니다. 
스스로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정사각형의 성질에 
대한 결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ISS는 다학제간 교육환경 (multi-disciplinary learning environment)
에 전념하며, 학생들이 글로벌 교육을 그 특징으로 하는 다양한 차원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특정한 학습 문화나 학습 방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글로벌한 세계는 예측할 수 없으며; 우리가 직면하는 
사안이나 문제들은 동일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달하는 교육은 학생들이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비시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와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ISS에서 교육에 대한 접근법은 여러 학문에 걸쳐 있습니다,” 
라고 ISS IB 과정 프로그램 책임자인 중오 (Mr. Jungo)는 말합니다. “ 
개인적으로 각 학생들의 기존 생각에 도전해 나갑니다. 학생들에게 문제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루거나 또는 자신들의 문화적이나 종교적 배경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지 말 것을 고무시킵니다. 전후 관계에 의거하여 
문제를 생각하고, 항상 의문을 가지며,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광범위한 독서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사고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들의 지식을 상황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졸업생인 요한나 (Johanna)는 ISS에서의 시절을 이렇게 알려 줍니다. “
캠브리지 (Cambridge)에서 법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위트레흐트 
(Utrecht) 대학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ISS에서 문제를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지 않고, 균형된 시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법과대학에서 
사건에 대해 최종 판단하고 논의할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놓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ISS
에서의 탐구를 기반으로 하는 다학제간 교육환경의 많은 성공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 자녀들이 만족하면서 공부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
“ISS에서의 경험은 제 아이들에게 유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장했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ISS에는 아이들이 보다 더 공부하고 싶어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업과 학교 생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잠에서 깨고 학교에서의 생활을 고대합니다.” 라고 ISS 
학부모인 말린 (Malin)이 말합니다.

이는 ISS의 근간이 되는 문화를 적절히 묘사하는 예입니다. ISS의 
문화는 포용적인 철학 및 학문에의 접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포용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다국적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포용성은 
모든 학생들의 필요사항을 수용함을 의미합니다. 통합적인 학습 환경은 
가장 뛰어난 학생부터 추가적인 학업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교육 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뛰어난 교육진은 모든 학생들이 ISS의 포용적인 
교육 문화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며, 그 접근법은 학생 중심적이 
되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각기 다른 학습 전략을 
필요로 하며, ISS의 교육 환경이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학생들은 자율성을 부여 받았고, 공부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모든 아이들을 만족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택한 차별화된 학업 경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프로젝트를 
조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합니다

ISS의 규칙은 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조사연구하고, 각자의 
사례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작품에 즐거워하며,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열정적인 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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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사로잡습니다. “선생님들이 자신의 과목과 가르침에 매우 
열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목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막대한 
지원 덕택에 진정으로 대부분의 수업을 즐깁니다. 이러한 점이 아마 
ISS의 으뜸가는 장점이며, 선생님들은 이와 같은 배려와 중요성이 
학생들에게 향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ISS 졸업생인 
아쉬미타 (Ashimita)가 말합니다.

수준 높은 국제 교육은 영어를 구사하는, 학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인생에서 우위를 부여해 주는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학시킨 각각의 그리고 
모든 학생들은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는 만족스럽고 
성취감을 느끼는 다른 경로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ISS는 각 학생들이 개인 차원의 성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ISS는 포용적인 교육에 전념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 혁신적이며 진취적인 사고의 학교
교육은 단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바로 행동으로서의 
봉사 (Service as Action -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창의성, 행동, 봉사 
(Creativity, Activity, Service: CAS – 고등학교) 그리고 기타 목적을 위한 
활동들이 ISS의 IB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요소를 형성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학생들이 공동체를 지원하는 동안 자신들의 핵심 
강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태도와 
사려 깊고 온당한 행동의 개발을 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은 
지식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밑에 흐르는 철학입니다. 이는 
고결함, 신뢰성, 책임감, 겸손함을 지닌 성인으로 발전시킵니다.

“학교는 어떤 것이 당초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것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진은 최선의 방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최선의 방안은 계속 진화합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교육이 최고의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고 ISS 학부모인 모니카 
(Monica)가 말합니다.

ISS 국제학교는 싱가폴에서 가장 오래된 3곳의 IB 프로그램 학교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굳게 믿으며, 각각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열정적이며 
또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풍부한 다양성, 학생들의 성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필요한 정확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고유의 학업 환경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즐거운 학생 = 동기가 부여된 
학생 = 즐거운 학교 생활

CAS는 학생들이 공동체 조직을 지원하는 
동안 자신들의 핵심적인 장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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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말에 찬 치 셍 (Mr. Chan Chee Seng)이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 그는 자신을 봉사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1984년 정부에서 은퇴할 때는 수석 정무차관 (Senior 

Parliamentary Secretary) 의 직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가파른 학습곡선을 보여 주었습니다. 독립국가로서 

싱가폴의 정치적 격동과 변천을 거친 그의 경력은 교육 

개선과 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그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교육부 장관이었던 말년의 고 겡 쉬 

(Dr. Goh Keng Swee)로부터 고무되어 1981년에 ISS

국제학교를 설립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역에 국한된 

것에서부터 보다 세계적인 것으로까지 실천하였습니다.

그의 가족에는 이와 같은 신념의 유전자가 흐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에스 에프 메디컬 센타 (S F Medical 

Center))에서 약학 석사를 받고1993년 싱가폴 

종합병원에서 약학부서 책임자로 있었던 CEO 찬 칭 

외 (Mrs. Chan Ching Oi)는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 

연급수급이 가능한 직업을 과감하게 그만두었습니다. 

그 전에는 싱가폴 위생부처의 의약품 제조 및 구매부서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기존 경력에서 내려가기로 계획했을 

나이에, 이와 같은 결단은 그 시대의 부부로서는 작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찬 부부 (Chans)는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세대에게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박차를 

가해 노력했습니다. 1981년에 ISS가 설립되었을 때, ISS

는 내국인이 설립, 운영하는 첫 번째 국제학교였습니다. 

찬 여사 (Mrs. Chan)는 의료 및 제약분야에서 닦은 

광범위한 관리 경력을 교육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이끌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돌아와 DBS그룹에서 기업담당 은행가로 경력을 시작한 

첫째 딸 찬 문-에 (Chan Mun-E)는 뉴욕주립대학 버팔로 

캠퍼스의 학교 상담학 석사과정으로 옮겼습니다. 재무와 

교육분야 능력을 가족의 사업에 쏟는데 전념하면서, 

문-에 (Mun-E)는 학교 내 여러 부서와 작업하며 모든 

캠퍼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ISS국제학교 

이사회의 부회장입니다.

변화에 맞서는 그들의 용기, 지속적인 불요불굴의 정신,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인생여정에서 볼 수 있었던 

솔직함은 ISS를 구동시키는 정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가족의 리더쉽   
– 회장 찬 치 셍 (Chan Chee Seng), CEO 찬 칭 외  
(Chan Ching Oi) 그리고 부회장 찬 문-에  
(Chan Mun-E)를 소개합니다.

부회장 찬 문-에 (Chan Mun-E) (중심), 회장 찬 치 셍 (Chan Chee Seng) 
(우측), CEO 찬 칭 외 (Chan Ching Oi) (왼편) 그리고 그들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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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디폴로마 프로그램) 콘서트는 학교가 보유하는 놀라운 재능들을 보여주는 공개행사입니다. 12학년 졸업반이 그 중의 

백미입니다. 여러 시간의 연습과 헌신 후에, 장고 라인하르트 (Django Reinhardt)부터 베토벤 (Beethoven)과 아델레 (Adele)

에 이르기까지 환상적인 작품들을 연주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자신들의 재능을 과시했습니다. 졸업반의 성공적인 공연에 

고무되어 저학년 반 또한 인상적인 공연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음악 그리고 헌신과 노력을 통한 재능으로 가득한 

환상적인 밤이었습니다.

에스플라나데(The Esplanade)에서 
열린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콘서트

공연 학생들 

재활용 재료로 만든 악기로 연주한 막간의 음악

올해 MYP 공개행사 과정에서 각 학생들은 대본의 희극적인 측면을 정의하는데 유용한 
문체 사용에 대한 시야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성공 요소인 자연주의 (naturalism)를 통하여 보디 랭귀지 (body language), 공간 및 
말투의 사용의 중요성에 관해 배웠습니다.

MYP 공개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구성원들은 다양한 IB 학습자 프로필 
(IB Learner Profiles)을 보여 주었습니다. 각각 의사전달자, 위험-감수자, 그리고 
개방적 사고를 가진 배우가 되었습니다. 관중에게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희극적이거나 또는 특별한 강조를 필요로 하는 연극의 측면을 강조하고 발견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학습자 프로필을 탐구하였습니다. 기존에 안주하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격과 대사전달의 방법을 탐구함으로써, 공개행사의 모든 구성원들은 위험-
감수자가 되어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은 공개행사의 맥락에 
맞추기 위하여 대본을 평가하고 유머에 있어서의 변형을 이해할 때, 비로소 개방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 역할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각기 다른 모든 원고를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능력은 다양한 범위의 관중이 즐길 수 있는, 잘 
준비된 원고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원고를 완전히 해석하고 전달하면서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개발하였습니다.

쉐진 (Schezin), ISS 학생

중학교 프로그램 예술 공개 

“오, 요정이여, 전 별이 
되고 싶어요.”

청중 속에서 연주합니다

드라마 학생들이 공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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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육상대회는 두 캠퍼스에 재학하는 6학년부터 12
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몹시 기다려온 행사였습니다.

페스타 말란 (Pesta Malan) 경기장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통해 갈고 닦은 능력과 
지식을 과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였으며, ISS 공동체는 특별한 스포츠의 
순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차드 (Orchard)팀을 올해의 우승팀으로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하며, 내년에도 모두가 참여하는 더욱 성공적인 학교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폴 크로저 (Mr. Paul Crozier) – 육상 및 운동 감독, 체육과목 주임

2018년 우승팀 – 오차드 (Orchard)

2018년 졸업반

높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육상대회 
(Track & Field Day)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8일 세랑군 홀 (Serangoon Hall)에서 중학교 재능 공연이 있었습니다. 
7학년과 8학년 드라마반, ECA 공연에 참가한 개인 공연 학생들, 그리고 8학년 
프랑스어반의 특별 게스트들이 기획, 제작한 메들리 (medley)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서,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와 종류의 희극, 독백,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학생들 중 한 명은 자신의 공연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3곡의 노래와 1곡의 댄스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한 노래들인 “투마로우 
(Tomorrow)”, “아이 필 프리티 (I Feel Pretty)”, “미스터 셀로판 (Mister Cellophane)”, 
그리고 ‘아이 필 굿 (I Feel Good)”의 가사는 활기 넘치고 힘찬 댄스 안무였으며, 10
대인 우리가 항상 확신을 가지거나 자신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항상 더 나은 (괜찮은) 날이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물을 바라보도록 스스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마음 속으로부터 이를 믿는 
한, 우리는 승자로 재탄생하고, 행복해지며, 더 훌륭하고 강해질 것입니다.” – 라고 ISS 
학생인 후아이야요 (Huaiyao)가 말했습니다.

대단하고 즐거운 공연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투입한 
어린 학생들 모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각각의 그리고 모든 공연학생들은 박식하고, 
반성할 줄 아는 의사전달자로서의 굳건한 IB 학생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브루노 알렌-레본 (Mr. Bruno Alen-Lebon)
드라마 & 프랑스어 전문 교사

중학교 재능 공연

즐거운 공연

하쿠나 마하타 (Hakuna 
Matata)의 마지막 노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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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학교 스팀 (STEAM) 주간이 
진행되었습니다.

스팀 (STEAM)은 아래의 약자를 나타냅니다:
S – 과학 (Science)
T – 기술 (Technology)
E – 공학 (Engineering)
A – 예술 (Arts)
M  - 수학 (Mathematics)

스팀 (STEAM) 주간 축하는 ISS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다 
학제간 학습 접근방식에 관한 또 하나의 예입니다. 6학년-8
학년 학생들이 인류애 수업에서 탐구하는 UN 지속가능 
개발목표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인식의 생성, 그 목표들이 사회경제적인 
개발 문제들을 처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 광범위한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인류애 차원에서 고려됩니다. 스팀 
(STEAM) 주간에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시 및 발표물을 조사, 
제작 그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정 설정, 해결방안, 그리고 
모델의 과정을 통해 과학에서 습득한 지식을 적용했습니다.

스팀 (STEAM) 주간은 활동으로 가득한 일정이었습니다! 데모, 
전시, 대담, 그리고 양방향 진행이 있었습니다.

8학년 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전자석 또는 현대화를 위한 
금속”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탐구 기반 
학습을 잘 이해하였음을 보여 주었고, 철저한 연구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발표 말미에, 자신들이 선정한 주제가 장차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정을 내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이 
미래를 위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7학년 학생들의 협동작업 전시회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주택의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거실에 있어 많은 창의성과 혁신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신선하고 흥미로운 해결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어떤 조의 
학생들은 사고의 틀을 깨서 산불에 견딜 수 있는 아리조나 
(Arizona)의 주택을 설계하였습니다.

6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물 필터를 열정적으로 
전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필터를 데모로 보여 주고 제작에 
사용된 재료를 매우 상세히 소개하는 과정과 함께, 6학년 
학생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들렸던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즐거워했던, 흥미로운 양방향 체험이었습니다!

또한 6학년 학생들은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용기 (이 경우에 플라스틱 병)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용기”를 
설계했습니다. 자연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병을 화분으로 
쓰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용기”로 변형시켜, 여러 종류의 
식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많은 
게이머들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 7학년 학생들이 공학, 수학 
및 설계능력을 발휘하여 제공한 재미있는 파칭코 (Pachinko) 
게임이 있었습니다.

4명의 초청 연사, 그리고 학교 연극 교사인 레본 (Mr. Lebon)
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초청 연사들은 해양 생물학자, 생의학 
엔지니어, WWF의 교육담당 대표자, 그리고 뱀부 스트로 걸 (the 
Bamboo Straw Girl)인 멜리사 램 (Melissa Lam)이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와 생의학 엔지니어의 발언은 당연히 스팀 
(STEAM)의 과학, 기술 및 공학 분야였으며, 각각의 분야에서 
그들의 업무, 그리고 책임감 있는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공감을 나누었습니다. 스팀 (STEAM)의 예술 
분야에서, 뱀부 스트로 걸 (the Bamboo Straw Girl)의 멜리사 
람 (Melissa Lam)이 지속가능한 실천방안을 옹호하는 동안, 
레본은 (Mr. Lebon)은 과학과 기술을 드라마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지어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드라마 클럽 
학생들이 “유린 타운 (Urine Town)’을 공연하도록 하였다), 
WWF 싱가폴 교육담당 대표자는 기후변화,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과 동물 모두가 받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지구를 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스팀 (STEAM) 주간 말미에, 매우 열심히 전시활동을 했던 
학생들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에 관한 흥미 
있는 양방향 활동에 초대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이패드로 
무장한 채 홀 주위를 돌면서 게임에 열중하였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학생들은 WW가 방 주위에 게시해 놓은 
질문에 대답하여 별을 획득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4개 그림 중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그림을 기준으로 하여 아이패드에 게임이 출현합니다. 이 
게임에는 증강현실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
정확한’ 방법으로 그림들과 상호작용하여야만 했으며, 일부는 
의자에 오르거나 또는 정확한 각도를 얻기 위하여 그림들을 
이동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게임들은 학생들이 ‘열기 
(steam)’를 발산하는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게임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학생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스팀 (STEAM) 주간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경험, 그리고 ‘
풍부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주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행한 탐구-기반 작업, 경험이 풍부한 실무진의 발언 경청, 
그리고 교육적인 게임에의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담은 채 주간을 
마쳤습니다!

7학년 전시“그래서, 레이저는 무엇인가요?”“제 발표는 이것에 관한....”

중학교 스팀 (STEAM)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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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학년 PYP전시에서는 놀라운 학습결과뿐만 아니라 자기-관리, 사교, 
커뮤니케이션, 사고, 연구조사 능력들이 과시되었습니다. 학생 모두는 열정적인 
과목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는 동안, 협동작업에 깊게 몰입하여 가면서 이와 
같은 능력 세트를 결합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여행 및 문화; 환경친화적-디자인—절감/재활용/재사용 방법; 환경문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서로 다른 댄스 장르 및 스타일의 비교; 음식 그리고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 여러 스포츠 그리고 활발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동물 보호; 문해능력 개발의 중요성; 기술/코딩/프로그래밍 등은 이 날 발표된 주제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전시 그리고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한 비디오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ISS의 친구, 이사회 멤버가 
보다 깊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게임과 각종 활동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를 발표한 팀은 플라스틱 식기도구의 사용 자제뿐만 아니라 쇼핑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쇼핑백 요금 부과를 통하여 환경을 구하고자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편지를 기업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여러 능력을 적용했습니다. 팀 멤버와 저는 관객이 도착하기 
전에 전시물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우리들도 다른 전시를 둘러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였기 때문에, 
자기-관리 능력은 전시회의 우선사항이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 팀이 
정확한 주장과 인상 깊은 전시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능력은 
연구조사 및 사고능력이었습니다.” 
사라 (Sara), ISS 학생

사고, 연구조사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 모두를 PYP 전시에 
쏟았습니다

3학년 모래성 만들기 대회

“저는 심도 있는 자기-관리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기둥을 오르는 학급친구를 위해 
앞을 살피고 로프를 잡는 것을 
도움으로써, 팀워크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는 4학년 학생들

전시회에서 코딩과 
프로그래밍이 

5학년 화살 쏘기 (archery tag) – 
승자 대 선생님!

PYP (Primary Years 
Programme) 전시 

올해 3, 4, 5학년 캠프는 재미로 가득했고, 학년을 마무리하는 멋진 기회였습니다.

3학년 캠프는 5월 3일-4일에 파스 리스 (Pasir Ri)의 체리 로프트 (Cherry Loft)에서, 
4학년 및 5학년 캠프는 5월 2일-4일에 셈바왕 (Sembawang)의 남녀 단체 캠핑장과, 
국립커뮤니티리더쉽연구소 (National Community Leadership Institute)에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캠프들은 어린 학생들이 하나의 팀으로서 협력하는 법을 익히고, 자립심을 
기르며, 책임감에 대해 알게 되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캠프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캠프에서 그룹으로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캠프는 
팀으로 일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활동에는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립심을 쌓을 수 있었으며, 밤새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소지품 및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 예를 들어 가방을 싸고 푸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잠을 자는 것, 샤워했는지 확인하는 것 등을 스스로 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SS 학생인 에니코 (Eniko)와 파이잔 (Faizaan)

초등학교 캠프  
(3, 4,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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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졸업

한 해가 왔다가 12학년 졸업과 함께 흘러가 버렸습니다. 2018년 졸업식은 5월 18일 금요일에 
거행되었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일정이 공식적으로 완료되어 성공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 축하했습니다. 졸업생들은 ISS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기회를 확실하게 활용하여, 
교실 안팎에서 많은 일들을 성취했습니다.

12학년들은 연례 “장벽 없는 주간 (Week Without Walls)” 여행, 모의 유엔총회 및 기타 
주목할만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또한 ISS에서 솔선수범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작년에, 학생회 회장인 첼시아 (Chelsea)는 반 친구인 카밀 (Camille)과 함께 모든 
학생들을 하나로 모아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핑크 리본 워크 (Pink Ribbon Walk)에 참여하도록 
앞장섰습니다. DP 프로그램에 따른 학업 부담과 학생회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생들 및 교직원들의 지지를 받고 서명을 모으느라 시간을 쏟았고 대규모 ISS 
대표단을 구성하여 행사 당일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행사 기획자들과 협의하였습니다. 
ISS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계획의 또 다른 예는 ISS 국제학교가 국립환경청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의 공식적인 전자-폐기물 처리 파트너 (e-waste disposal 
partner)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12학년 학생인 제이슨 (Jason), 타리쉬 (Tarish) 그리고 
빅터 (Viktor)의 노력 덕택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자-폐기물이 우리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을 때, 학교 공동체가 실천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제안서를 국립환경청에 제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사진 및 교직원들과 노력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기업가적 사고의 훌륭한 예였습니다! 학생들이 남긴 이와 같은 유산은 
분명히 전 세계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업 측면에서 결코 뒤쳐지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전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12학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별의 포옹

우리는 해 냈습니다!

학생 대표연사인 로이 (Roy)

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
홍콩 대학 (University of Hong Kong)
멜번 대학 (University of Melbourne)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게이오 대학 (Keio University)

유럽
레이던 대학 (Leiden University)
바게닝겐 대학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트벤테 대학 (University of Twente)
로잔 호텔대학 (École hôtelière de 
Lausanne)

영국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University College 
London)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Imperial College 
London)

킹스 컬리지 런던 (King’s College London)
에딘버러 대학 (University of Edinburgh)
맨체스터 대학 (University of Manchester)
런던 정경대학 (London School of 
Economics)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 (University of St. 
Andrews)

미국/캐나다
존스 홉킨스 대학 (Johns Hopkins 
University)
미시간 대학 (University of Michigan)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토론토 대학 (University of Toronto)
맥길 대학 (McGill University)
캘리포니아 대학, L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많은 활동, 재미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12학년 졸업생들의 한 해 여정은 결코 잊혀질 수 
없습니다. 12학년 졸업생들에게 앞으로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ISS에서 그간 배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고 확신하며,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다시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1995년부터 1997년에 걸쳐 2년 동안 ISS에 다녔던 마오 
카와사키 (Mao Kawasaki)입니다.

일본어를 쓰는 환경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거나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폴에서 다년간 일본어를 가르쳤고, 
지금은 ISS국제학교에서 여러 학년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제 어머니인 미호 쯔무라 (Ms. Miho Tsumura)
는 제가 국제적인 환경을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이 곳 ISS에서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는 기회는 ISS에서 공부했을 때 생각했던 
그 기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외국어 공부에 전혀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ISS에서 보냈던 2년은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2년 동안 외국어 학습과 외국 문화와의 접촉은 
개인적으로 매우 많은 기회를 열어 주었으며, 이로 인해 그 
시간을 가치 있고 귀중했던 것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ISS에서의 공부는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온 어리고 수줍은 
소녀를 능동적이고, 독립적이며,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ISS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귀중한 것은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사귄 것이며, 그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러 면에서 제게 영감을 줍니다.

현재 저는 사랑스런 세 아이의 엄마이며, 일본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되며, 지금 육아 휴가  

 
 
 
 
 
 
 
 
 
 
 
 
 
막바지에 있습니다. 전에 일본의 무역/투자 회사에서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했었으며, 곧 직장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ISS
에서의 경험과 ISS가 제가 미친 영향이 오늘날의 저를 일부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ISS에서 개인적으로 받았던 
혜택들은 저로 하여금 최근에 첫째와 둘째 아이를 2018년 3
월의 ISS 춘계학교 방학프로그램에 등록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춘계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 속에서 완벽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6월에 있을 
하계학교에도 또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ISS에 감사 드립니다!

마오 카와사키    
(Mao Kawas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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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que porro quisquam est 
qui dolorem ipsum quia

3월 춘계학교에서 마오 (Mao)가 그녀의 어머니 
쯔무라 (Ms. Tsumura),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함께

마오 (Mao)가 ISS재학 중에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졸업생

우리 졸업생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ISS 국제학교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네트워킹 

행사, 전문가 강연, 연례 

동창회 또는 대화 모임과 

같은 교내 행사에 졸업생들을 

특별히 초대할 계획입니다.

ISS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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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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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그 기초를 단단히 한 이래, 2018년 춘계학교는 성공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든 코스에 걸쳐 두 배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학생 수의 증가는 
학급 단위로 연령별 그룹에 보다 집중하는 추가 학급의 개설을 의미합니다. 각 
학급이 학생에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보장하였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존의 언어능력 위에 영어능력을 쌓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토론, 발표, 심지어 보물찾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열정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꿔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소프트 스킬 (soft skills)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주간의 춘계학교 후에, 각 학생들은 풍부한 경험 그리고 영어 능력에 대한 큰 
확신이라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언어에 있어서의 굳건한 토대는 말하기, 읽기, 듣기 
그리고 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봄이 끝나갈 때 
명백해졌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여름까지도 그렇습니다!

“춘계학교가 즐거웠고 언어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듣기와 쓰기가 그렇습니다. 
페레즈 (Mr. Perez) 선생님의 수업은 재미로 가득하고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흥미 
있었습니다. 또한 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고 새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 아야노 (Ayano), ISS 2018춘계학교

“ISS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어서 춘계학교가 매우 좋았습니다. 보물찾기에서 
가까스로 많은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이는 가장 재미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 케이 (Kei), ISS 2018 춘계학교

“발표를 통해 영어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룹에서 공동으로 작업하고 협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가장 좋았습니다”
- 칸지 (Kanji), ISS 2018 춘계학교

“춘계학교를 마치고 나니 영어가 좋아졌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며 
놀았습니다.
- 시팡 (Sipang), ISS 2018 춘계학교

춘계학교2018

도서관 시간!

“이것이 맞니?”

감각을 이용하는 학습

‘정답이 없는’ 보물찾기 (‘open-
ended’ scavenger hunt) 중인 
초등학교 3학년-5학년 학생들

발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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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스팀 (STEAM) 주간

”그게 아니에요, 아빠, 이렇게 해요.”

책은 재미있어요!

초등학교 + 중학교 책 박람회 (4월 17일)

책 박람회를 통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읽을거리를 

발견하고 자신들의 서재에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주관하는 컨퍼런스  

(4월 17일)

매년 학생들은 부모님을 학교에 초대하여 ISS에서의 하루를 알 

수 있도록 수업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 드립니다. 자녀들의 

시각에서 학교 활동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초등학교 PYP 전시 (4월 24일부터 25일)

PYP 학생들이 그 동안 만들어 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학생, 

교사 및 학부모 모두에게 배움의 즐거움이 강조된 이틀이었습니다.

중학교 스팀 (STEAM) 주간 (4월 9일부터 13일)

중학교 스팀 (STEA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 and 

Math) 주간은 학생들에게 스팀 (STEAM)의 여러 영역을 탐구하고 

스팀 (STEAM)-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기

고등학교 MYP 예술 전시(5월 3일)

고등학교 MYP 예술 학생들이 다양하고 멋진 미술품을 

전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질감, 소재 및 스타일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영감이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고등학교 MYP 정보의 밤 (4월 25일)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학부모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MYP 정보의 밤

고등학교 예술 전시

기대되는 행사
1월부터 2월

앞으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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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3-5학년 캠프

퍼져 나가는 즐거움

우리가 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5월 18일)

수 년간의 고통과 인내를 거쳐,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졸업식을 

통해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모험에 

승선한 그들을 격려해 주세요!

싱가폴 종합병원에서의 음악 페스티발 (5월 11일)

중학교 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싱가폴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을 위해 노래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전 내내 진행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학년 직업의 세계 (5월 21일부터 23일)

10학년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그 

직업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인턴쉽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완료하여 보고해야 하는 명확한 성과물 과제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캠프 (3학년: 5월 3일부터 4

일, 4학년 및 5학년: 5월 2일부터 4일)

3학년, 4학년 그리고 5학년 대상의 야외활동과 함께 한 학년을 

마쳤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캠프는 팀-빌딩 (team-building) 

활동으로 가득 차고, 항상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비디오 촬영 중인 직업세계 참가학생

초등학교 및 중학교 예술 전시 (5월 25일)

예술작품 전시회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예술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소재, 영감과 주제로 만들어진 다양하고 

수 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이거 멋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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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준비, 출발!

축하의 시간

초등학교 수영대회 (6월 4일)

6월 수영대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수상 행사에 

참가합니다.

중학교 8학년 축하 (6월 5일)

8학년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내년 학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즐거운 축하의 시간과 함께 중학교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액션 데이 (Action Day) 중학생 봉사 (6월 6일)

행동하는 봉사는 교과과정 중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싱가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중학교의 학년을 마치고자 합니다.

액션 데이 (Action Day)에 봉사하는 

중학생들

기대되는 행사
6월

앞으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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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니 (DISINI) 야외 조각전 
디시니 (DISNI)는 이벤트, 미술 전시, 그리고 일반인의 참여로 구성된 시각예술 
축제입니다. ‘여기에 (over here)’의 뜻을 가지는 말레이 부사어인 ‘디 시니 (di sini)’
에서 그 이름을 빌렸으며, 그 현장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때 영국군의 
캠프였던 현대예술 클러스터 (cluster)인 길만 바락스 (the Gillman Barracks).

개에 관한 모든 것 어린이 전시회

이와 같은 어린이들의 전시는 개의 해에 어울리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다양한 
품종의 개들을 묘사하는 300개의 우표와 우표수집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다-감각 양방향 설치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앙코르 (Angkor): 캄보디아의 숨겨진 도시 (Cambodia’s Sacred City) 
탐험 
아시아 문명 박물관은 파리 기메 박물관 (the Guimet Museum)과 공동으로 이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오늘날 앙코르를 유명하게 만든 계기가 된, 프랑스인들이 앙코르를 마주쳤던 당시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프랑스 그림, 사진, 기념품과 함께, 세계적인 명성의 고고학적 
단지와 진기한 크메르 (Khmer) 조각품을 통하여 앙코르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공개됩니다.

길만 바락스  
Gillman Barracks @ 9 Lock Road S108937

2018년 1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4시간 개방

https://www.gillmanbarracks.com/others/gillman-barracks/1856

싱가폴 우표박물관   
Singapore Philatelic Museum @ 23-B Coleman Street, Singapore 17980

2018년 2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 오전 10시 – 오후 7시

http://spm.org.sg/exhibitions/data/all-about-dogs

아시아 문명 박물관  
Asian Civilisations Museum @ 1 Empress Pl, Singapore 179555

2018년 4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월-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http://acm.org.sg/whats-on/exhibitions/angkor

싱가폴 이모저모

싱가폴의 향후 행사
모두에게 행복한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거나 다른 
ISS 가족들과 어울릴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들이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