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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년도의 마지막 e-뉴스 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SS에서
성공적으로 이번 학년도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많은 학교 행사의
하이라이트 중 일부는 처음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가 함께 한
음악활동 인 ‘Into the Woods Jnr’을
포함합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사이언스
위크 (Science Week)에서 자신의
지식을 보여 주었으며 3, 4, 5 학년들은
셈바왕 (Sembawang)과 센토사
(Sentosa)를 포함한 싱가포르의 여러
지역으로 연례 캠핑을 즐겼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초등 및 중학교 미술
전시회, MYP 예술제 및 Esplanade
의 DP 콘서트에서 창의력과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연례 육상 경기는
우리의 첫 번째 봄 학교와 마찬가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19811982 년에 ISS에서 가르친 선구자
교사와 1983 년에서 1988 년까지의
동창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연으로 만든 ,강도를 테스트한 스팬
브리지 ‘우주’에 놀랄 수 있습니다.

세계IB 학교로서,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할뿐만
아니라 창조적으로 실험함으로써
학습에 접근하도록 권장됩니다.
우리가 ISS에서 창의력과 혁신에 대해
더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Paterson
캠퍼스 디자인 센터는 또한 마음을
사로 잡습니다. 이번 학년도에 소개된
디자인 센터는 학생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꿈꾸며 창조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발명이
살아 있으며 ISS에서 잘 부각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디자인 센터를 통해
학생들은 목재, 대나무, 플라스틱 및
폴리 우레탄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내성 재료, 매체를 탐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두 도서관 외부에서
창조되고 설계된 , 바닥을 타원형

4 학년 학생들은 새롭고 실제적인
물건을 만들기 위해 공연 예술 교실에서
오래된 악기를 재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가능한 설계 과정과 추진력을
사용했습니다. 각 학생들은 독창적 인
아이디어를 내고 각 반은 각 반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투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학생을 위한 정원에 바람
종소리, 놀이터을 위한 두 종, 그리고
태양계의 모델로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 번에 캠퍼스에 있을 때 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창의력과 혁신으로 새로운
상황에서 그들의 학습을 적용 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흥분되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Paterson
Campus가 K-8 학습 방식으로
진화하고 Preston Campus에서는
성과 및 지역 사회 서비스에 대하여
끈끈한 연계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ISS
는 교육 기관으로서 계속 선두 학교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
행동 지도력 팀 (PYP)과 일하는 세상
(MYP에서), 벽이없는 주 (G6-11)과
같은 학습 기회를 갖는 우리의 혁신적인
학교 학습 접근 방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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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들이 만든 네 개의 아름다운 의자

레인보우 센터의 학생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의자
를 만듭니다

ISS International School 학생들은 무지개 센터와 함께 ‘레인보우
자선 (Rainbow Chair-ity)’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장애 아동을 위한 인식,
포용 및 능력 강화라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참여하여, 핵심 강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커뮤니티에서
지원하는 많은 ‘창의력, 행동, 봉사’프로젝트의 한 예일뿐입니다.

이 의자는 루이 15 세 팔걸이 의자로
시작되었습니다. 약 9 개월 간의 공동
작업 끝에 ISS International School
학생들과 레인보우 센터의 수혜자들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 함께 살아야하는
어린이들이 장애에 대한 창조적인
해석을 한 제한된 판화 작품으로 변형
시켰습니다.
한 의자에는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날개가 있습니다.
다른 의자는 탐구되기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처럼 기발한 숲으로 완전히
변형되었습니다.
다른 단체의 작품과 함께 아이온 쇼핑
센터 (Ion Shopping Center) 에는
4 명이 만든 의자 제작물이 전시되어
Margaret Drive School 의 Rainbow
Charity (레인보우 자선 단체)를 위한
새로운 기부 확장을 위한 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선 단체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자폐증, 육체, 시각 및 청각
장애를 포함한 중등도의 다양한 특수
욕구를 제공합니다
ISS International School 에서 이러한
봉사 프로젝트는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의 ‘
창의력, 행동, 봉사’(CAS) 요구 사항의
일부입니다. 근본적인 철학은 사려 깊고
적절한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태도의 개발을 포함하여
교육이 지식을 넘어서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인보우 위원장 (Rainbow Chairity)’프로젝트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
사회 단체가 학교의 CAS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었습니다. ISS
International School 학생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고아원을 위한 농구
코트를 만들고 필리핀에서 학교에
갈 어린이를 위하여 보트를 만들고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드라마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사
노동자들에게 수업료를 제공하고 지역의
동물 복지 단체와 함께 일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다양한 지역 병원의
노약자와 아픈 환자를 위해 기쁨과
웃음을 가져다 주면서 CAS의 창의력과
서비스 측면을 결합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은 CAS 약속을 세계적으로
취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젊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은 이미 IB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 및 시민 의식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의미있는 프로젝트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서비스
학습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
대인 관계 성장을 반영하여 고등 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학생인 Schezin
에 따르면 Rainbow Charity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도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의자에 손을 칠한 것!

인간으로서 내가 사고하는데 유익
할 것입니다. Rainbow Chair-ty
프로젝트에서 아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동안, 우리는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장벽을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행동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
유럽 출신의 학생 인 에밀리아
(Emellia)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 이익함을 얻었습니다.”
좋은 목표를 지원하는 동시에 CAS
프로젝트는 일부 학생들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졸업생인 마오 (Mao)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봉사학습을
추구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교육 학위를
추구하고 있다며 그녀의 봉사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쳤던 경험을
말했습니다.

유방암 걷기 운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

모든 학교의 학생 (초, 중, 고)이The Urgent Run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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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의 테크노 마법사

타 리쉬는 유용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로봇 공학은 그의 열정 중 하나입니다!

Tarish는 ISS IT 부서의 인턴이었습니다

10 년 전 Tarish 가 ISS International School에 등록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언젠가 그가 컴퓨터 전문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Tarish는 아시아에서 온 6 살짜리 학생으로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ISS International School에서는 소규모 학교 환경으로
조성되었고 광범위한 커리큘럼을 가르쳤으며 풍요롭게 하는 맞춤식 접근법으로
가르쳤기에 곧 컴퓨팅 분야에서 진정한 열정을 찾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통해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0 년 후, 그는 Design and Technology 수업에 등록했을 때의 전환점을 되돌아
봅니다. 당시 이미 열렬한 RTSG 게이머였던 그는 로봇과 프로그래밍 주제를
포함하여 이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인 테일러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흥미로운 방법을
가졌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한 다음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격려했습니다. “타리 쉬는 설명합니다. 수업의 방법론은
학생들이 Lego Mindstorms EV3 키트를 사용하여 로봇을 제작하고 과제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하면서 조사, 계획, 생성 및 평가하도록 학생들을
안내했습니다.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소프트웨어와 로봇을 조작하고 Taylor
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더 연구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라고 그는 덧붙입니다.
테일러 선생님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도록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조화되었으며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저는 항상 컴퓨터 개념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Tarish 는
말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배웠을 때 갑자기 인간의 두뇌가 실제로
생물학적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로봇과 인간 사이의 연결을
만든 후 , 그 주제에 나는 몰두했습니다. “

나는 ISS International
School 에서 공부하는
동안이 열정을 발견 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잠재력 실현 “이라는
학교의 모토를
보았습니다. 사실, ISS는
나에게 인생의 후반부에
요구할 다양한 생활
기술을 가르쳐주었습니다.
– Tarish, ISS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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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만들기의 테크노 마법사” continues.

새로 발견 된 열정에 힘 입어 Tarish는 클래스에서 가장 큰 로봇을 제작하여 몇
가지 깡통과 장애물을 가장 빨리 밀어 낼 수 있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성과로 인해 Tarish와 그의 친구들은 노인들을 돕기위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기
위해 National Youth Council의 New Age Hackathon 2.0에 참여하도록
추천받았습니다. 그는 여름 방학 동안 해양 회사의 IT 지원 조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몇 줄의 코드가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큰 작업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팅은 나를 매료시킵니다.”라고 Tarish
는 말합니다. “이 분야에서 끝없는 가능성과 개발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중 많은 부분이 지난 세기에만 일어났습니다.”
“나는 ISS International School 에서 공부하는 동안이 열정을 발견 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잠재력 실현 “이라는 학교의 모토를 보았습니다. 그는 학생 개개인을
양성하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관심을 평생의 열정으로 바꾸는
것이 학교의 독특한 맞춤식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ISS는 나에게
인생의 후반부에 요구할 다양한 생활 기술을 가르쳐주었습니다. “

Tarish 는 기술 작업을 즐깁니다

컴퓨팅 외에도 그는 기술 회사 운영의 비즈니스 측면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Valve 나 Blizzard Entertainment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 회사에서 일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그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한 “미니 IT 지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쓰기

KH Chia 박사는 2014 년부터 ISS 교육위원회 (싱가포르와 베이징 캠퍼스 모두)
에서 봉사하는 특권과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개인 의료 분야의 외과 의사이며
31 년 동안 의사였습니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 메디컬위원회 (Singapore
Medical Council)의 선출직 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Chia 박사는 개인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의학부 학생들을 학부 및 대학원에서 가르쳤으며Yong Loo Lin
의학 대학의 임상 준 교수였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의 중요성과 자격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배워야하는지를 이해합니다. Chia 박사는 젊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고 삶의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신감과 활력으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기를 희망합니다.

Dr. KH Chia

치아 박사의 희망은 ISS가 어린이의 일생을 위해 준비할수 있게 하고 잠재력을
지닌 어린이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학생 성과와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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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Woods Junior
캐릭터를 묘사할 때 학생의
신분을 버리고 기사나
늑대에 빙의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즐겁습니다
– Thykar, ISS 학생

5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은 ‘Into The
Woods Junior’를 프로듀싱하면서
스스로가 좋아하는 동화속 이야기에
대해 재미있는 생각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Into The Woods Junior”는 1987
년에 많은 Tony Awards를 받은
Broadway 제작을 기반으로하고,
James Lapine이 쓰고 Master of
Musical Theatre로 유명한 Stephen
Sondheim 이 작곡 작사한 작품입니다.
ISS 주니어의 버전으로 재탄생한
“Into The Woods Junior”는 어린
공연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졌으면서도
그들에게 전문 극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Down Syndrome
Association과 Lakeside Family
Centre 의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뮤지컬을 경험해 보는
것이였기에 굉장히 신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학생들은 이학생들과 1
년동안 같이 일하고, 그들의 학교

숙제를 봐주거나 같이 농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뮤지컬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는
제빵사와 그의 아내에 대해 말해
줍니다. 왕의 축제에 가고 싶은
신데렐라와 그의 소가 우유를 줬으면
하는 잭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빵사와 아내는 그들이 마녀에 저주
따문에 아이를 못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주를 없애려 여행을 떠났고
모든것이 바뀌게 됩니다.
Into The Woods Junior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얻기 위해 고난을 이겨내면서
최종적으로 목표에 달성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문 기술자들과 함께
진정한 전문가 수준에서 공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모르는 관중 앞에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하는 공연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nto The Woods Junior 는
관객들에게도 진정한 연극
경험이었습니다.

“축제와 왕자는 어땠어?”

“뮤지컬은 저이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전 뮤지컬을 사랑해요.
연기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게
되죠.” -Thea, ISS 학생
“뮤지컬 하나를 제작할 땐 많은
것이 필요하고, 모든 부분을 많이
연습해봐야 된다는걸 느꼈어요.”
-Karl, ISS 학생
“나는 뮤지컬 극장이 자신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법이고, 노래,
춤과 드라마, 내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결합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차이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 넣고
싶습니다! “- Olivia, ISS 학생
“저는 처음부터 쇼를 팀으로
만드는 과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뮤지컬 극장을 좋아합니다.”
- Yuvraj, ISS 학생

Into The Woods Junior가 성공했다

“나는 암소가 우리에게 우유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푼젤 ... 나랑있어 ...”

“고뇌! 그건 칼처럼 자를 수 있어.”

Little Red Riding Hood가 할머니에게 갑니다

“여보세요, 너의 바구니에 뭐가 있니?”

학생 성과와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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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School 과학 주간

지속 가능한 주택 중 하나

“정전기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대화 후에 몇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과학 주간은 훌륭했습니다! 학생 (및 직원)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 우리가 지구를 돌봐야하는지 강조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기있는 과학 전시회도 있었고 과학 퀴즈문제에
도전도 했습니다.
과학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동료, 후배, 부모 및 교사에게 과학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6 학년은 그들이 만든 지속 가능한 가정 모델과 홍수
및 눈사태와 같은 다양한 환경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를
공유했습니다. 우리의 7 학년 학생들은 “정전기가 어떻게 작용합니까?”
와 같은 다양한 과학 주제 및 질문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8
학년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한 과학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과학에 기여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연구했습니다.

후배 학생들과 함께하는 8 학년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Eurofragrance 과학자의 방문이였습니다. 무역에
종사하는 화학자 인 그녀는 주요 향수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는 향수, 비누
및 샴푸를 만드는 방법과 이유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발견했으며, 우리 학생
중 일부는 화학 분야의 경력을 쌓을 것을 고려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스위스에 있을 것이며 눈사태를 견딜 수
있습니다

Middle Years Programme (MYP) 예술제

“The dreamer awakes, the shadow goes by, the tale I have told you,
that tale is a lie, but listen to me, for the tale is a lie but what it tells is
the truth. T’was an eve of such melody, such laughter and such twist
that the grimm was woke till dark upon Preston.”

Little Red Riding Hood가 할머니에게 갑니다

2017 년 5 월 MYP Arts Showcase는 어울리는 톤의 인사와 악기 작곡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필립 풀먼 (Philip Pullman) 의 동화에 대한 “그렇게
마술적이지 않은”드라마 제작물이 뒤따랐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의 호기심이
허구의 신비로운 원더 랜드에서 실제로 진행된 것 같은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공연을 성공으로 이끈 소품은 9 학년 학생들이 제작했습니다. 소품은 수천 년
동안 그림이야기를 재현하는 맥락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 종이라는 전반적인
주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노력은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노력으로 인해 실현되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와 함께

학생 성과와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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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Years Programme (PYP) 전시회

한 학생의 DIY 자기 부상 열차!

Primary Years Programme (PYP) 전시회는 놀라운 학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실제 문제 또는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깊고 의미있는 행동에 참여하면서 공동 작업을 하는
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동물 학대를 조사하고 동물을
대상으로 제품을 테스트하지 않는 하이라이트 브랜드를 연구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자석과 플라스틱 ‘기차 트랙’을 사용하여 자체 자기 부상 열차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PYP의 모든 필수 요소를 종합적으로 종합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ISS 커뮤니티 구성원과 함께 학습 여정을 공유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연구 공유

이 그룹의 이니셔티브 중 하나 인 “Screen-Off
Wednesday”에 관해 이야기 하기

학생들은 학교 동료, 교사, 부모 및 친구들에게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학생 성과와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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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School 졸업식

우리는 졸업했습니다!

ISS International School에서 우리는 잊지 못할 해가 되었습니다. 2017 년
5 월 19 일 금요일 일본협회 빌딩에서 졸업했으며 졸업 요건과 졸업생들의
성공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4 년 동안 우리 학생들은 ISS
학교의 교실 안팎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으며 다양한 기회를 갖는 혜택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성인의 감독없이Bangkok Smiles, Random Acts of
Kindness, Reshape Dhaka project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고아원 및 학교 후원 프로그램과 같은 봉사 학습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착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에서 Week without Walls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역 사회와 함께 공동으로 활동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댐 벽을 짓거나
브루나이에 있는 집을 짓는 일 뿐만아니라 필리핀 현지 학생들을 위해
가리치고 식사를 준비했던 것들 등을 통하여 우리는 학생들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 왔음을 보여준 헌신과 봉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
12 명은 싱가포르 주니어 업적 상 (Singapore Junior Achievement Award)
에 마지막 해에 참가했으며, 2 위와 최고의 상업 비디오 상을 수상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높은 순위의 대학에서 많은 입학 제안을 받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의 학교에서 입학 제안을 받았습니다 :
영국:
•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 킹스 칼리지 런던
(런던대학교)
• 런던 대학교
• 더럼 대학교
• 베스 대학교
• 워릭 대학교
• 맨체스터 대학교
• 카디프 대학교

Jeyaram은 그녀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Tsumura Ms. Tsumura와 사진 찍기

미국:
• 퍼듀 대학교 - 미국
• 데비스 대학교
• 뉴욕 대학교
일본:
• 게이오 대학
• 와세다 대학
호주:
• 시드니 대학교

ISS 졸업생

우리 학생들은 이제 ISS 에서 교육 과정을 마쳤고 우리는 그들 모두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면서 ISS의 교육은 우리
모두가 직면 한 전세계적인 도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고, 지식을
가르쳤으며, 공감, 돌봄,열린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ISS 학생은 활기차고 차별화를 실제로 만들 수 있으며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여행을 축하합니다

학교 동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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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소개

ISS 에서의 저의 추억들 중의
일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의
우정입니다. 나는 특히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께 배우는 경제
및 영어 수업을 즐겼습니다.
– Bennet Chang, ISS 동문

우리의 동문은 전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ISS 동문회와 ISS 국제학교
커뮤니티간의 채널을 오픈하여
동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문이
무엇을 하는지, 그들이 현재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학창시절 ISS 에서 배운 것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간모임을
갖거나 전문적인 회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SS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 교류
할 수 있어서 제가 일을
할 때 어디서나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2017 년 4 월 동창회에서 Bennet (가장 왼쪽)

저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 룸푸르 출신으로 1983 년부터 ISS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7 년 ISS를 졸업 한 후 Hotel Institute of Montreux에서
호텔 경영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저는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동남아시아의
호텔에서 근무했으며, 결국 General Hotel Management로 옮겼습니다. 저는
현재 Oakwood Hotel & Residence Kuala Lumpur 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ISS에서의 저의 추억들 중의 일부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의 우정입니다.
나는 특히 경험이 풍부한 선생님들께 배우는 경제 및 영어 수업을 즐겼습니다.
ISS에서 보낸 시간은 저에게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상호 교류 할 수 있어서 제가 일을
할 때 어디서나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 Bennet Chang, ISS 동문

우리는 우리 학교의 졸업생이 ISS
에서 그들이 누구이고,그들이 무엇을
해야하고,국제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운 시간들이 평생 배움의
과정을 완성해 가는 동안 중요했다는
것을 듣고 기뻤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우리 동문들의 활동과
행사들에 대한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십시오.
www.facebook.com/groups/
isssgalu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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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즐거움과 여름의 발견 @ ISS
싱가포르에서 봄 방학이나 여름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까? ISS Spring
School Delight와 Summer School Discovery 2017은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탐구하고 발견하고 배우는 일련의 재미 있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이디어를 읽고, 의사 소통하며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합니다.
또는 창조적인 글쓰기, 쌍방향 놀이
및 이야기하기에 손을 대 보십시오.
여름이 끝날 무렵, 분명히 더 나은 영어
연설자가 될 것입니다.
모험 스포츠
Discovery Adventures로 에너지를
쏟아 부으십시오! 양궁, 암벽 등반,
물놀이 및 무술을 포함한 다양한
어드벤처 스포츠에서 육체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현장의 전문가가 지도합니다.
그것은 모두 휘트니스, 민첩성, 신체
제어, 공간 인식 및 재미에 관한
것입니다.

ISS 봄 학교의 즐거움
ISS Spring School Delights 2017 이 3
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중 영어
프로그램은 K1에서 G10까지의 학생들이
영어 습득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수업은 친근한 그룹
환경에서 문법, 어휘, 작문 및 말하기에
대한 각 학생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접근 방식은
개별화되고 학생 중심적이었으며 경험
많은 교사가 각 학생의 필요와 숙련도에
따라 영어 프로그램을 학생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봄 방학이 끝날 즈음, 각 학생은 영어로
읽기,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어 기초를 강하게 쌓았습니다.
2 주 후에 그들은 영어 회화 능력과
대화 및 과제를 기반으로 한 할당과제
모두에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봄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놀고 싶어했습니다. 나는
또한 선생님과 함께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기를 즐겼습니다. “ - ISS 스프링
스쿨 2017 Riku
“저는 새로운 영어 어휘를 배우고 더 잘
이해했기 때문에 봄 학기가 끝나면 더
잘 말하고 선생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ISS 스프링 스쿨 2017
Ryo
“봄 학기 수업은 재미 있었고, 특히
전체학생을 대상으로한 수업 앞에서
발표하고 말할 기회를 즐겼습니다.
말하기와 읽기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 ISS 스프링
스쿨 2017 Minchan

ISS 여름 학교 발견
ISS Summer School은 4-18 세
어린이들이 언어, 예술 (예술, 공예,
드라마, 음악),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및 모험 스포츠 분야를 탐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일의 프로그램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발견 할 수있는 학습 여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Language
Discovery로 아침을 시작하고 STEM
디스커버리, 창의적인 예술 디스커버리
및 운동 디스커버리 어드벤처를
자극하는 실습 경험으로 가득한 오후로
전환하십시오.
STEM 디스커버리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은 STEM
Discovery 프로그램에 반영됩니다.
우주 모험을 시작하여 우주 비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의
로봇이나 레이저 게임을 만드십시오.
미니 - 무인 비행기 조종사; 음 Pi
에서 미래의 음악을 창조하는 부호를
쓰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거쳐 쥬라기
세계로 돌아가 공룡을 만납니다.
예술 발견
Arts Discovery 프로그램에서 신진
예술가는 음악, 예술 또는 드라마에서
자신의 기술을 배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숨겨진 재능을 놀면서
실험하고 발견 할 시간입니다! 사진과
조각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Sonic Pi를
사용하여 자신의 악보를 작곡하십시오.
록 스타가 되거나 드라마 공연에
참여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언어 발견
Language Discovery 프로그램은
흥분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빨리 배우거나

2017년 ISS Summer School
Discovery 는 4 주 동안 다양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수업, 활동 및 도전 과제는
매주 동일한 코스에서 변경됩니다. 매일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SS Summer School
디스커버리 요약 :
날짜
• 1주차 : 2017년7월3일~7일
• 2주차 : 2017년7월10일~14일
• 3주차 : 2017년7월17일~21일
• 4주차 : 2017년7월24일~28일
일일 프로그램은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있습니다. 반나절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연령 그룹
• 젊은 탐험가 (4-6 세)
• 용감한 대원 (7-10 세)
• 용감한 모험가 (11-13 세)
• 대담한 개척자 (14-18 세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 언어 발견
• 예술 발견
•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발견
• 디스커버리 어드벤쳐
프로그램 비용은 www.isssummer.
edu.s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S Summer School Discovery
2017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등록은 www.isssummer.edu.sg
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이메일 :
summerschool@iss.edu.sg 또는
전화 : +65 9722 5340으로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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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eer 선생님들의 ISS 방문

ISS International School in 1982. (Valerie는 3 번째 줄, 오른쪽에서 10 번째)

ISS 국제 학교는 1981 년 창립 연도에 학교에 등록 된 27 명의 학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발레리 맥도날드 (Valerie McDonald) 또는 발레리
스테아 모세 (Valerie Staermose)는 1981 년과 1982 년에 새로운 ISS에서
몇 안되는 개척자 교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발레리 맥도날드, ISS 선구자 교사

동물원 방문!

경주하기

“그것들은 도전적인 해였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매우 만족스러운
해였습니다. 적은 수의 교사가 있었고
기존 직원은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는 유일한 고등학교
인문 교사였으며 모든 인문학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직장에 옮겨온
남편과 싱가포르에 방금 도착했을
때 교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으며, 나는 ISS에서 자녀들을
등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에서 교장이었던 George
Hoffmier가 학교 첫날에 나를 보았을
때 그는 즉시 나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Valerie는 싱가포르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ISS Preston 캠퍼스를 방문하여
추억을 남겼습니다.

학교는 클레멘 티로드를 따라 위치하고
있었고 제한된 시설을 갖춘 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축구, 농구,
운동 경기 등 모든 종류의 스포츠와
활동을 우리가 함께했던 지역 학교와
함께 시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Singapore Zoological Garden
방문도 가능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재미이었습니다!”
Valerie가 공유 한 많은 일화와
추억에는 한 가지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ISS의 정신은 통합적인
학교입니다. 공동체는 작고 강한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능숙하게 안내를 받습니다.
그들의 복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초점은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들은 ISS의 빌딩
블록에 있습니다. 우리는 35 년 전에
2017 년까지 우리의 가치와 문화의
초석으로 남아있는 원칙에 입각하여
설립되었습니다. ISS는 앞으로 수년
동안 조심스럽게 양성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ISS는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성장했으며 다음 해에는 등록
숫자가 늘어 났고 다국적 교원이 127
명이 되었습니다. 학교 공동체는 항상
친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하게
보살피는 교원이 있었기 때문에
“Valerie는 친하게 지냈습니다. “
학생의 전반적인 행복이 최우선
과제였던 학교 환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농구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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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년대를 추억하는 좋은 시간이 되다

재회 ...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

우리 학생 대사들은 학교 선배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기 매점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있었고 여기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지금은 복도입니다!”라고 학교를 방문하러
온 동창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이것이 도서관의 정확한
장소였습니까?”라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80 년대에 이곳에 왔을 때 여성 탈의실은 더 커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동창이
말했습니다.
“오, 오, 계단은 여전히 가파릅니다!”1980 년대 다른 모든
동창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1983년에서 1988 년까지의 동창들 사이에
들려오는 몇 가지 코멘트들 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32 명의
동창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모교를 방문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돌아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는 4 월 28
일 프레스톤 캠퍼스에서 50 명이 넘는 큰 동창회 모임을
했습니다.
모두가 포옹하고 미소 지으며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흥분 시켰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연감을 보고, 우리가 보던 방식을 웃으며, ISS에서 우리가
학창시절이던 때를 회상하고, 서로 웃었습니다!
우리의 11 학년 학생 대사들은 캠퍼스를 돌아 다니며 학교
견학을 통해 동창회 그룹을 구성하여 향수에 대한 많은
기억과 느낌을 갖게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CEO 인 Chan Ching Oi, 우리 학교장,
Margaret Alvarez 박사와 모든 교장이 오늘 오후 축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우리 동창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졸업생들과 만나서 연결하는 것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Alvarez 박사가 적절하게 요약 한 것처럼이 방문은 참으로 “
옛 친구 재결합을 볼 때 기쁨이 느껴졌다”

학교 둘러보기!

ISS에 다시 와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넘게 만난 적이
없는 학교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서로
감동하였으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 서로를 방문하는 계획을
통해 우정을 지속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 Bennet, ISS 동창

지나간 행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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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행사들
3월 -6월
11 학년 상자에서 연극 (4 월 27 일)
11 학년 학생들은 Play in a Box라는 오리지널 연극을 쓰고, 감독 및
공연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아이디어, 규범 및 고정 관념을 연극과 함께
탐구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준 청중과 토론을 했습니다.

11 학년 상자에서 연극

4 학년 및 5 학년 캠프 (5 월 3-5 일)
3 학년 캠프 (5 월 4 일 ~ 5 일)
3 학년, 4 학년 및 5 학년을 위한 저희 연례행사 캠프는 재미있고 즐거운
행사입니다. 그들은 훌륭한 팀워크 활동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중학교 디스코 (5 월 5 일)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학기 마지막 디스코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4 학년 및

고등학교 졸업 (5 월 19 일)
수년간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12 학년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고등학교 경험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2017 년 졸업생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 중학교 미술 전시회 (5 월 26 일)
우리는 5 월에 이 미술 전시회에서 초등 및 중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매체, 영감 및 주제를 가진 다양한 예술 작품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교사 방문 (5 월 26 일)
ISS는 파키스탄 카라치의 방문 교사인 Naila Izhar가 ES 및 MS 캠퍼스의 교사와
학생들을 방문하여 1 주일간 학습에 참여하면서 이번 주에 전 세계적인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Naila는 학생 행동 리더십 팀 멤버인 Liem, Ayesha 및 Mia와
함께 캠퍼스 투어를 통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Assessment, Inclusion,
Design and Literacy에 관한 강의실 관찰, 교사 회의 및 워크샵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Naila는 싱가포르에서 G7의 워크샵 장소 여행에 Ballanger 씨와
합류했습니다. Naila는 ISS에서의 경험이 평생에 있는 한번의 기회였으며 그녀의
학습경험을 모국에 가서 모국의 교사들과 공유 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수영 갈라 (6 월 5 일)
우리 초등 학생들은 6월에 열리는 수영 갈라 행사에서 다양한 수영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재미이었습니다!

5 학년 캠프

3 학년 캠프

중학교 디스코

중학교 8 학년 축하 (6 월 6 일)
우리의 8학년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음 학년도에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들은 즐거운 축하와 함께 그들의 중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중학교 실천의 날 (6 월 7 일)
Service as Action은 커리큘럼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학교에서는 싱가포르
커뮤니티를 봉사하는 한해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미술 전시회

파키스탄 교사 방문

다가오는 학교 행사들

14

다가오는 이벤트
7월 -9월
신입생을 위한 학교 오리엔테이션 (8 월 4 일)
우리는 모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캠퍼스에
익숙해지고 교사와 만날 수 있습니다!
10 학년 개인 프로젝트의 날 (8 월 17 일)
우리의 10 학년은 개인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고 계획하는 흥미롭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개인적인 관심을 끄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12 학년 점심 시간 음악 리사이틀 (8 월 25 일)
12 학년 학생들은 프레스턴 캠퍼스에서 점심 시간에 여러 곡을 연주합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멋진 음악을 즐기러 오세요!

신입생을 위한 학교 오리엔테이션

10 학년 개인 프로젝트의 날

PTA 회의 (8 월 28 일)
올해의 첫 번째 PTA 회의에 참여하십시오! PTA는 다른 ISS 학부모를 만나고 ISS
에서 자녀의 경험에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 할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중, 고등학교 MYP 모국어 정보 제공의 날 (8 월 29 일)
ISS에서는 학생들이 모국어를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의 날 저녁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과 학습에서 그들을
도울 수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12 학년 점심 시간 음악 리사이틀

PYP와 MYP에서의 교육과 학습 (9 월 7 일)
학부모가 IB 커리큘럼과 ISS에서 가르치는 다양한 과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한 대화를 조직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커피 타임에 참여하십시오.
PTA 회의

중, 고등학교 MYP 모국어 정보 제공의 날

PYP와 MYP에서의 교육과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