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예비과정 

ISS의 고등학교 예비과정은 1년 과정으로서, 학업에 필요한 영어실력을 갖춘 한정된 인원의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겸손하게 일생을 학업에 바치며, 다음 단계의 학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학생들은 교육적, 자율적, 그리고 통합적            

환경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며, 도전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탐구의 자세를 형성하는 적극성이 학생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예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영어 습득, 수학, 과학, 인문학, 체육 및 위생 교육,             

예술/디자인 (음악, 드라마, 디자인, 시각예술의 1학기), 추가적인 영어 지원 (학업에 필요한           

영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별화된 온라인 학습과정 포함)을 공부하게 됩니다. 교실 수업, 특별            

활동, 봉사체험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장벽 없는 주간을 통하여 글로벌 시민정신에의 몰입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ISS의 도전의식을 북돋는 고등학교 예비과정에는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비과정을          

마칠 때에 틀림없이 학생들은 최소 6학점을 취득하며 각 과목을 통과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이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과목 학기 1 학기 2 학점을 

영어 습득 0.5 0.5 1 

수학 0.5 0.5 1 

과학 0.5 0.5 1 

인문학 0.5 0.5 1 

예술   1 

드라마 0.25   



시각예술 0.25   

음악  0.25  

디자인  0.25  

체육 및 위생 교육 0.5 0.5 1 

한 학기 에 매월 90% 이상 출석하면서 하나의 봉사 학습과 하나의 ECA를 수행하면 학점              

인정이 되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합니다.  

 

출석, 봉사 학습 및 ECA활동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교육 가속화에 전문화된 교사진이 과정을 지도합니다. 교사진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콕 집어내는 진단도구가 포함된 전문화된 영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MYP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역량 및 언어를 신속하게 습득하는 능력을최대로발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학생들의 향상의 정도가 세밀하게 측정됩니다. 

ISS는 IBO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로부터 9학년과 10학년의 IB 중등          

프로그램과 11학년과 12학년의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운영을 인증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4개의 모든 분야에서 WIDA 4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ISS에서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학업 경로가 제공됩니다. 고등학교 예비과정의 성공적인          

이수와 WIDA 점수의 만족스러운 향상이 학생들에게 MYP ESL 프로그램으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코스 개요 

영어 습득 

영어를 추가적인 언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청취, 관찰,            



구술, 작문 및 독해와 같은 언어능력의 이해와 적용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고받는 교육 및             

학습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각학생들이영어를효과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고, 싱가포르의            

영어사용 공동체와 통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다른 언어 사용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권장하고, 미래의 학업, 직업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의 든든한 토대를            

제공하고, 문학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언어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고, 영어에 대한            

탐구심과 관심 그리고 즐거움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단계 1 및 2 

단계 2의 학생들은 둘 다이해는쉽지만개념적으로는어려운작문및구술문장에대한이해와               

반응에 초점을 두는 신흥 의사전달자입니다. 익숙한 상황 및 생소한 상황 속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사실, 의견, 감정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단계를 해 나갑니다. 매일매일의           

수업에는 제한 없는 흥미거리의 전달, 개방적 사고 하에서의 협력, 그리고 원칙에 찬 자기관리             

및 조직화에 대한 중점이 포함됩니다. 싱가포르와변화, 개인적및문화적표현, 갈등과리더십,             

개인적 신념과 가치를 가진 창의성과 같은 주제들이 포함됩니다.  

영어 지원 

학생들이 구술, 청취, 독해 및 작문과 같은 언어능력을 더욱 개발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ELS 수업은 고유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ESL 교사들이 지도합니다.           

프레젠테이션, 협력 및 조직화에도 중점이 주어집니다. ELS 수업은 학생들이 다른 과목, 특히            

과학과 인문학의 과제나 이해를 통합할 수 있는공간이기도합니다. 또한학생들은문해능력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온라인 독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학생들은 물 유닛 (water unit) 에서 자원부족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시간, 공간, 장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킵니다. 과정의 지리학적 의미에 대한 정의가 도시환경 유닛에서          

내려집니다. 

과학 



학생들은 식물 및 동물 생물학, 화학 결합, 주기율표, 힘과 에너지를 배웁니다.  

수학 

수학은 대수, 기하, 숫자 및 데이터 취급에 대한 지식과 기능의 고양을 그목표로합니다. 특히,               

학생들은 그림으로 제시되는 계산기의 사용을 통해 대수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함양합니다.           

6개월 동안 다양한 탐구기반 과제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협력의 기회가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체육 및 위생 교육 

ISS 체육 교육의 목표는 운동, 신체조화와 같이 학생들의 일생을 통해 기여하는 핵심적인            

신체적 능력과 과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체육 활동에 대한 일생에 걸친 흥미를             

배양하기 위한 참여의 중요성과 체육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강조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설계되었습니다. 

협력, 고찰 및 능력의 전수가 각 유닛의 이론적인 근거를 형성하며, 이는학생들이수업내에서              

인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교과과정의 활동들은 침투 게임, 네트 게임, 타격 및 필드 행사, 개인 추발을              

포함하는 핵심적인 학습 영역의 일부로서 배우게 됩니다. 수영, 농구, 배구및소프트볼과같이             

흥미롭고 접근 가능한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핵심적인 학습영역을 배웁니다. 

예술/디자인 (드라마, 시각예술, 음악 및 디자인) 

학생들은 각 학기에 예술의 여러 과목 중 한 유닛을 공부합니다. 

드라마: 드라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단체작업 능력, 사회화능력및창의적             

사고와 같은 필수적인 삶의 기술을 가르치고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시각예술: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시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고력 깊은 관찰자가 되고,           

통찰력 있는 몰입을 실행하고, 스케칭을 통해 예술작품을 분석하도록 가르칩니다.  

음악: 학생들은 음악적 인지, 분석 및 청취능력을 개발하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며 비판적인            

사고, 협력, 사색적인 연구조사 능력과 같은 ATL (Approaches To Learning) 능력을           

개발합니다. 



디자인: 디자인은 기업가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늘날 사회에서 보다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의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본 코스, 등록 요건, 학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행정팀 (전화 +65 6475 4188 또는이메일                

admissions@iss.edu.sg)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ailto:admissions@iss.edu.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