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 고등학교 디플로마 

혼합 진로  

필수 외부시험의 횟수나 HL/SL 결합에 제한이 없는, IB 와 ISS 코스의 혼합 

1 년차 – 9 학년 해당 연령 

2 년차 - 10 학년 해당 연령 

3 년차 - 11 학년 해당 연령 

4 년차 - 12 학년 해당 연령 

 

ISS HSD 의 졸업 척도 

1 년차 (9 학년)  

MYP 기준의 1-3 학년 척도 또는 HS 기준 학교의 고유척도로 평가됩니다. 

 

과목  1 학기  2 학기  합계  

영어 습득 

및/또는 

영어 언어 지원 

1  1  2  

통합적 과학  0.5  0.5  1  

사회 연구 0.5  0.5  1  

수학 0.5  0.5  1  

창의적 예술  0.5  0.5  1  

체육 0.5  0.5  1  

학점 계: 7 

 

 

 



 

 
 
 
 
 

2 년차 (10 학년) 

MYP 기준의 3-5 학년 척도 또는 HS 기준 학교의 고유척도로 평가됩니다. 

 

과목  1 학기  2 학기  합계  

영어 습득 

및/또는 

영어 언어 지원 

1 1 2 

통합적 과학  0.5 0.5 1 

사회 연구 0.5 0.5 1 

수학 0.5 0.5 1 

창의적 예술  0.5 0.5 1 

체육 0.5 0.5 1 

학점 계: 7 

3 년차 (11 학년) 

IB 척도 또는 ISS 기준으로 혼합 평가됩니다. 

과목 1 학기  2 학기  합계  

영어 (IB)  0.5 0.5 1 

통합적 과학 (ISS)  0.5 0.5 1 

사회 연구 (ISS)  0.5 0.5 1 

수학 (IB)  0.5 0.5 1 

모국어 (IB)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또는 

SSST (교사)  

0.5 0.5 1 

선택: 

외부 과정 (추후 확정) 

온라인 과정 (추후 확정) 

현장 실습 (교내) 

0.5  0.5  1 

체육 (ISS)  0.25  0.25  0.50  



 

자율/IELTS 

및/또는 비판적 사고 

과정 

0.50  0.50  1 

 

4 년차 (12 학년) 

과목 1학기 2학기 합계 

영어 (IB)  0.5 0.5 1 

통합적 과학 (ISS)  0.5 0.5 1 

사회 연구 (ISS)  0.5 0.5 1 

수학 (IB)  0.5 0.5 1 

모국어 (IB)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또는 

SSST (교사) 

0.5 0.5 1 

선택: 

외부 과정 (추후 확정) 

온라인 과정 (추후 확정) 

현장 실습 (교내) 

0.5 0.5 1 

체육 (ISS)  0.25 0.25 0.5 

자율/IELTS 

및/또는 비판적 사고 

과정  

0.50 0.50 1 

 

ISS 고등학교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 년 동안 21 학점을 이수하고, 

9 학년과 10 학년에 봉사 실천 프로그램, 11 학년과 12 학년에 창의성, 행동, 봉사 

(CAS) 프로그램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과목  학점  

영어 4 

수학  3 

과학  3 

사회 연구 3 

영어 이외 언어  2 

선택 4 

체육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