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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스 줄루 (Ms. Nicola Zulu),
고등학교 교장
e-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분주하고
성공적인 한 분기가 끝나갑니다. 교실
안팎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활동을 통해 ISS
공동체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축하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사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며, 재창조하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배양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IB 학교로서 ‘글로벌 시민정신’을 탐구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시야를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지구 전체적인 문제에 학생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기회는
다양합니다: 한국 제주에서 있었던 “인간
조건 (The Human Condition)” 그리고 소셜
미디어와 기술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에 초점을 맞춘 월드 리딩 스쿨 협회
학생 컨퍼런스 (World Leading Schools
Association Student Conference). 여기에서
5명의 ISS 고등학생과 전 세계에 서 온
다른 학생들이 모여 지구 전체적인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ISS의 연례 6-11학년 장벽 없는
주간의 여행 (그리고 e-뉴스레터의 페이지를
넘기에 됨에 따라 이러한 여행이 학생들에
준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ISS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전자-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과 같은 주제로 진행된 환경인식 펀드
웅변대회 (Scholastic Environment Fund
Oral Competition); 마지막으로, 8월-9월에

모든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참가하는
전자-폐기물 인식 캠페인을 학교 전체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커리큘럼은 모든 교육분야에 ‘글로벌
시민정신’을 내포함으로써, 학생들이 수학,
과학, 인문학, 언어, 문학, 예술 그리고 스포츠
분야의 학업을 글로벌 시민으로의 성장이라는
광범위한 개념과 지역사회 및 확대된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관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에 찬 개인, 책임감 있는 시민, 그리고
효과적인 공헌자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것들은 IB 학습자 프로필에서 강조되는
특징들로서, 학교 조회에서 1년 내내 칭송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은 세계
각지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준비하는데
열성적이며, 학교는 대학 진학정보의 밤,
그리고 ISS가 매년 개최하는 일본대학 정보
박람회, 그리고 매주 대학 방문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e-뉴스레터의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이 되어야 하는 많은 활동과
기회에 관해 즐거운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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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 들여다 보기

편안한 교실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추구하고 감정을 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학교는 학교의 심리상담 지원 구조가
어떻게 미래형 학생을 양성하도록 하는가
“옛 속담에서 그러듯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ISS 학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강화시키는 ISS의 핵심 전략방침에 따라 연구팀과 심리상담팀이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베르나 세콘 (Ms. Berna Sekhon), ISS 카운슬러

a) 각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ISS의
중심적인 가치에 따라, 연구팀과 학습지원팀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ISS의 전체 연구팀과 마찬가지로 학습지원팀도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배려적이고 자율적이며 포용적이 되어야 한다는 ISS의 중심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학생들의 전체적인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발견될 때 우리가 한
팀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직원과 심리상담 지원 직원들이 매우
밀접하게 협력하는 이유입니다. 학생이 교사 앞으로 가거나 또는 교사가 학생과의
친밀한 일상적 접촉을 통하여 지속되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면한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제에 따라 학생과의 일대일 세션 말고도 학교의 상담팀
또는 학습지원팀이 교실에서 관찰하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학부모와 상담하기도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 강도 및 애로사항, 그리고 추가적인 피드백들
제공하면, 학생을 보다 잘 이해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개별화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팀과 심리상담팀이 협력합니다.
가능한 결론이 도출될 때, 학생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 직원
– 카운슬러, 학습지원팀, 대학상담직원, 후견인 및 보딩 (boarding) 담당자, 또는
의료직원 – 그리고 제가 학생의 담당교사 및 교장과 협력하여 차별화된 학습 및 지원
계획을 개발합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학습지원 및 복지 주임인 패트리샤
윈페니 (Ms. Patricia Winpenny)는 “문자 그대로 ‘모두 도와야 합니다 (all hands on
deck)’ 시나리오인 것입니다. 제 팀과 저는 학생들의 향상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학년에 걸쳐 매주 직원미팅을 가집니다. 이러한 미팅은 저희의 개입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ISS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학생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무엇이 학생들에게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무엇이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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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각
학생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연구 및 심리상담 지원의 일선에서
학생들의 행복과 안녕을 최적화하는 개인적이고 또 차별화된 학생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우리에게 성공적이었으며, 노력의
결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문제를 지닌 채
등록하였지만, 공감적이고 정확한 조치를 통해 우수한 IB 점수를 획득하고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하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 카운슬러로서의 제 역할은 모든 학생의 학교 내
개인적/사회적/학문적 욕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 역할에는 모든 분야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는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실행이 요구됩니다. 제 업무는 학생들의 서로 다른 단계의 성장에
주어지는 관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필요성, 과제, 그리고 관심이
포함됩니다.” 라고 세크혼 (Ms. Sekhon)이 말합니다. “보통 매일 학생과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필요에 따라 20분에서부터 1시간까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문제는 학생 집단, 동료 및 가족 관계, 갈등 해결,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입니다. 저와 학생
사이의 논의는 모두 비밀로 유지됩니다. 저는ISS의 전략적 가치와 일치하는
카운슬러로서의 제 개인적인 목표에 따라 행동하며, 이는 모든 학생들이 서로
다른 학습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굳은 신념입니다. 동시에 두 학생을
상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가장 내면의 문제를 공유하고 상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진정성 있는 지원과 지도를 통하여 각 학생은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그들의 말이 경청되고
있으며, 어느 교사이든 간에 자신들의
고민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b)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을 만듭니다.
심리상담 보살핌은 ISS 학습지원 및 복지팀의 의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
전체의 모든 교사진이 이를 실천합니다.
1학년 교사인 리아 라이트 (Ms. Leah Wright)는 ISS에서 모든 어린이들의
욕구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말하기에 편안하다고 느끼는 교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며 감정 뒤에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다 잘 이해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학생들이
경청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감하고 연결되면서 그들의 관계를 강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개발합니다.”
리아는 문제가 두 학생 간이나 소규모 학생그룹 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녀는 보통 이러한 접근방식을 취합니다. “개방형
질문을 던지고, 각 학생/그룹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각 경우마다 다른 학생/그룹은 끼어들지 않고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하며, 나중에 이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두 학생/그룹이
이 과정을 마쳤을 때, 서로 달랐던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한 인식수준이
올라가고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됨에 따라, 도움을 덜 필요로 하고, 이와
같은 대화의 시간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며
부모와의 대화를 개방하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법을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기법을 통하여, 아동과 부모는 상대방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양 측을 위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학생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극 및 불어 습득
교사인 브루노 알렌-레본 (Mr. Bruno Alen-LeBon)은 “우리는 학생들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말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그룹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라고 별도로 말합니다. 10학년 주임, 고등학교 프로젝트 진행자, 그리고 음악
교사인 크리스토퍼 호디노트 (Mr. Christopher Hoddinott)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 하며, 고학년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항상 학생의 관심사를 듣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편안하다고 느끼고, 학교 환경에서 환영 받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가 경청되고 있으며, 자신의 고민을 들어 주며,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을

학부모들은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학을 합니다

심리상담 배려팀과 학부모간의 강력한
협업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교사진들도 학생들이 학교,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경청하며, 학생들을 위하여 학생들과
같이 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SS 들여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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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안녕과 행복 –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학업적 – 은 우리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말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예를 들어 심리상담 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학년 주임 또는 학교 카운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결정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또한 진지하게
학생의 관심사를 통하여 문제들을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c) 학생들이 자신들의 감정과 접촉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어서 마음챙김 활동(Mindfulness
activities)은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챙김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에 보다 동조되고,
학생들이 무력감을 느낄 때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러한 마음챙김 활동을
강조합니다. 마인드풀 컬러링 (mindful colouring), 명상,
요가와 같은 교실 내 마음챙김 활동이나 또는 마음챙기며
걷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사용합니다.”라고 리는 말합니다.
마음챙김 활동은 모든 학년에 걸쳐 활용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활동은 중요한 시기인 11학년과 12학년에게
막대한 도움을 줍니다,”라고 2018년 졸업반인 마이리 플로르
(Mhairie Flor)가 말합니다. “마음챙김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는 대신에 적절하게 그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합니다. 저는 IB 과목 중 하나로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시험과목으로 무대에서 청중 앞에서 공연해야만
했고, 이러한 공연이 채점되었습니다. 실제 공연 직전
리허설에서 극도로 긴장하였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고 아무 노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리허설 후에
학교 카운슬러는 저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마음챙김을
하였습니다. 그 날 저녁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연 중
하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챙김이 작용하였고 그 이후로
모든 음악공연에 도움이 되는 마음챙김 스트레스 감소 연습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d)
심리상담 지원은 ISS의 가족에까지 확장됩니다.
개별화된 학생지원계획이 학교 및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참여 및 지원이 핵심인
이유입니다. “자녀들의 안녕과 행복에 부모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 및/또는 학부모가 매일 가장 두드러지게
다루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격월로 ‘카운슬러와의
대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션은 학교 커리큘럼과
학교의 문화에 학부모를 연계시키는데 매우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세크혼 (Ms. Sekhon)이 말합니다. “
이러한 세션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세션들을
통해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자녀들과 공유하는 다른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는 훌륭한 지원 방법입니다.”라고 ISS 학부모가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PTA (Parent Teacher Association)도 ISS에서
핵심 역할을 합니다. PTA는 학부모와 교사진에게 협동정신 및
공동체 의식을 양성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ISS는 포용적이고 다양한 학생군을 등록시키고자
하는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위원회로서 가능한 한
많은 포용적 활동을 통해 학부모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한 공동체 의식을 양성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하고자 했습니다. 정기적인 월례 미팅
이외에도, 많이들 기대하는 PTA 운동회, 초빙연사 대담 세션,
하나가 되는 저녁 등과 같은 많은 사교 행사를 운영합니다.”
라고 PTA 대표인 사반나 펠로우즈 (Savannah Fellows)가
말합니다.
많은 과목별 커피 아침, IB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대학진학정보 상담, 그리고 PYP, MYP 및 DP 저녁은
학부모들이 연구팀에 직접 질의하고, 명확한 정보를 얻고,
자녀들의 학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학기마다 우리가 마련하는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자녀들의 ISS에서의 학업시간 동안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지원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안녕과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이해를 학부모에게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안녕과 행복 –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학업적 – 이
ISS 국제학교에서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원에 있어서
총체적이며, 잠재력을 실현하면서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성공적인 인생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여정을 따라 각각의 모든
학생을 돕기 위해 개입합니다. 우리의 학생들은 이를 알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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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사이드 패밀리 센터
(Lakeside Family Centre)

화이트헤드가 ISS를 대표하여 수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장에서의 공연에 앞서 댄스
공연 ECA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수 년간 레이크사이드 패밀리 서비스 (Lakeside Family Services)에 보낸 지원으로
인하여 레이크사이드로부터 스페셜 이벤트 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레이크사이드는 1993년에 발족된 비영리 자원봉사 복지기관으로서 인종이나 종교와
무관하게 공동체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2010년에 레이크사이드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였고, 공동체의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투여했습니다. 7
명의 학생 자원봉사자로 시작하여,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5년 전에 이어 레이크사이드로부터 받은 두 번째 수상이며, 레이크사이드를
지원하는 모금에 기여한 공로로 20주년 기념 만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레이크사이드에서 자원봉사 중인
한 학생

감사합니다, 레이크사이드. 우리는 기쁘고 영광스러우며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학생 자원봉사 프로젝트의 책임교사인 화이트헤드 (Mr. Whitehead), 시상식장에서
공연한 댄스 공연단,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 레이크사이드를 지원한 학생들 모두에게
축하 드립니다.

고등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의 밤
ISS를 졸업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학진학에
대한 정보의 밤을 열었습니다. 정보의 밤에 ISS의 대학상담 사무실은 지원절차,
지원일정 및 국가별 학비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교무과 또한
지원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절차를 알려 주었습니다. 전 세계 (예를 들어 미국 및 일본)
의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알려 줄 각 대학들의 담당자들도
초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ISS가 미래를 위해 준비된 학생을 양성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 줍니다!
“대학 진학 정보의 밤은 분명히 제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보스턴 대학의 매카시 (Mr. McCarthy)로부터
정보를 들은 후에는 미국의 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상담 후에 매카시에게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진 및 영화를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고,
매카시는 영화와 포토저널리즘 (photojournalism)을 모두 포함하는 보스턴 대학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입학요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보다
많은 옵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세라피노 (Seraphino), ISS 학생

전 세계 다양한 대학의
관계자들이 학생들과 상담하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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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 연례 총회
9월 12일 ISS 학부모 및 교사 협의회 (ISS Parents and Teachers
Association (PTA))가 연례 총회 (Annual General Meeting (AGM))
를 갖고 새로운 PTA 위원회를 선출하였습니다. ISS PTA 공동체에서
대단히 많은 분이 참석하였고, 문화분야 대표를 포함하여 모든 자리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2018/9 PTA 위원회를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회장: 사반나 펠로우즈
(Savannah Fellows)

중국 대표: 애니 웬얀
(Annie Wenyan)

부회장: 폴 맥커빈
(Paul McCubbin)

한국 대표: 최현주
(Hyun Joo Choi)

서기: 바네사 제토
(Vanessa Szeto)

초등학교 대표: 마사코 유게
(Masako Yuge)

사무총장: 카를로스 마리
(Carlos Mari)

중학교 대표: 레이나 이마무라
(Reina Imamura)

재정: 에추코 아소 (Etsuko Aso)

고등학교 대표: 클리프 엥
(Cliff Eng)

재정 보: 닐 용퀴시트
(Neal Youngquist)
소통 담당: 아추시 와타나베
(Atsushi Watanabe)
일본 대표: 리나 모치주키
(Rina Mochizuki)

PTA 공동체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현장
탐방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볼리우드
베지스 (Bollywood Veggies)에 있습니다.

교사 대표: 마 아예 리고트
(Ma Aye Ligot)
일반 위원: 토시카주 마사네
(Toshikazu Masane)
일반 위원: 디파 찬드라세카란
(Deepa Chandrasekaran)

PTA 회장의 말씀입니다:
연속해서 2년간 PTA 회장을 맡게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영광스럽습니다. 작년 제 학습곡선 가팔랐지만, PTA가 올해를 대단한
연도로 만들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제가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PTA 연례 총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올해 PTA는 학생, 학부모, 후견인 그리고 교사들 간의 강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PTA와 학부모 간에 여러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할 계획이며, 일본 대표뿐만 아니라
한국 및 중국 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사를 지원하고 PTA가 학교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하여 학생회와 밀접하게 협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어떤 기간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이며,
PTA는 우리가 자녀들의 노력에 대해 얼마나 많이 고마워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또한 PTA는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 및 환경에 대한 배려를 증진할
것입니다. ISS의 핵심 철학인 문화적인 인식과 포용성을 북돋는
인터내셔날 데이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및 축제 (The Giving Tree and Fun Fair)는 다양한 자선행사를 위한
기부를 모으는 구동력이며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축제의 재미도!), 공동체
내에서 강한 베풂의 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해변 청소 (또는 두
개의 해변!)를 통해 환경에 대한 배려를 장려합니다. ISS에서 핵심적인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모든 학부모가 오셔서 피드백을 주고, 시간 및 여력을 이용하여 자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행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총회를 개방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모든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해에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 드리며, PTA가 보내는 이메일
(pta@iss.edu.sg)을 찾아 보거나 페이스북의 “ISS International School
PTA” 그룹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사반나 펠로우즈 (G2 및 K1에 다니는 딸들의 어머니)

2018/9 PTA 위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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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를 만들다

우승팀! 오차드 하우스의 주장이 알바레즈 박사 (Dr. Alvarez)로부터 ISS 방패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수영 갈라는 스포츠, 성공과 축하를 증진하는
방법으로 학교라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영 수업 중에 쏟은
노력의 결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러한 특별한 행사는 많은 개인적인 이점을
학생들에게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수영이
제시할 수 있는 육체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후에 그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역경을
돌파하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K1-G1 학생들이 어린이 풀장에서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타인을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존경하고 그 진가를
인정하는 ISS의 배려하는 포용적 공동체를
지원하고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하우스인 오차드 (Orchard)에 축하
드립니다!

다이빙

학생들의 성취 및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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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의 전자-폐기물 점수 (다시)!
ISS를 싱가포르 국립환경청과의 자원봉사 파트너쉽에
연계시킨 2018년 환경시스템 및 사회 (2018 Environmental
Systems and Societies (ESS)) 학생들의 성공을 토대로,
2019년 ESS 학생들이 전자-폐기물 인식 주간 (E-Waste
Awareness Week)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ISS의 학생,
교사 및 교직원에게 전자-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자-폐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방법을
충분하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자-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는 지를 학교
공동체에 교육하기 위하여, 전자-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전자-폐기물 전시, 포스터
및 전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자-폐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고, 환경을 배려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가 배포되어 ISS 공동체의 각성을 높였습니다. ISS 동료
학생들이 전자-폐기물에 대해 보다 더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카훗 (Kahoot)” (카훗에 대한 객관식 퀴즈! 게임기반 학습 플랫폼)도 만들어졌습니다.

전자-폐기물의 책임감 있는 처리에
대한 메시지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전파합니다.

ESS 학생 중 한 명인 샘 (Sam)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러한 메시지와 전자-폐기물의 책임감 있는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패터슨 캠퍼스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샘은
학생들과의 대담 후에 “ISS의 저학년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지금부터 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SS 학생인 루신다 (Lucinda)는 캄퐁 (Kampong) (홈룸)간 1
개월 동안의 경쟁인 “전자-폐기물 경쟁”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경쟁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전자-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느 캄퐁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전자-폐기물을 수거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18개의 캄퐁 각각이 학교의 헌 종이박스를 전자-폐기물을
담는 용기로 재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루신다가 캄퐁에
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지혜가 있고 환경적인 인식
수준이 높았습니다. 루신다에 따르면, 그녀는 아마도 연내에
유사한 경쟁을 다시 기획하고, 중학교 및 초등학교에서도
실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쟁 승자를 축하합니다:
후세인의 캄퐁 (Mr. Hussain’s Kampong)!)
12학년 ESS 학생들도 한계를 정하지 않고 전자-폐기물의
인식 주간 (E-Waste Awareness Week)을 지나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전자폐기물이 무엇이고, 전자-폐기물 쓰레기통을 싱가포르에
비치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비디오는 전자-폐기물 문제에 대한
각성을 지속적으로 전파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비단 ISS
공동체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공동체의 인식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 선봉이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비디오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폐기물 전시!

루신다가 전자-폐기물 경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활용 쓰레기통의 비치 장소를 친구, 가족 및
이웃들과 공유하여 쓰레기통이 전자-폐기물로 가득 차서
적절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ISS의 12학년 ESS 학생 일동
12학년 ESS 학생 및 지도교사인 화이트헤드 (Mr. Whitehead)
의 글로벌 시민정신은 원칙에 입각하고 배려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카훗 참가!

학생들의 성취 및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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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없는 주간에 대한 학생들의 후기
고등학교 학생들은 장벽 없는 주간의 여행지인 호이 안 (Hoi An), 세딜리 베사르
(Sedili Besar), 그리고 티오만 (Tioman)에 갔습니다. 호이 안 여행을 위하여
마을에 심기 위한 묘목과 주민들을 위한 우비를 구입할 기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세딜리 베사르에서는 현지 학교에서 자원 봉사하였고 로힝야 (Rohingya) 난민의
곤경에 대해 배웠습니다. 티오만에서는 해변을 청소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여행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 보겠습니다:

호이 안 (Hoi An)

학교 벽을 칠하고 있습니다

나나코 (Nanako)
“호이 안에서의 자원 봉사는 제 시각을 변화시켰고, 세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나무를 심고 아동들에게 우비를 나눠 주었으며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나무 심기를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또 나무들이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또한 아동들에게
우리가 가져온 우비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들은 모두
미소 지었으며 우비를 입고 매우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일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것은
화장실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제 집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것이 제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흐뭇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적절한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파나쉬 (Panashe)
“이번 여행 중에 마주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학교의 벽을 칠하는 일이었습니다.
학교 벽은 매우 눅눅하여 많은 거미들이 있었고, 칠하기 전에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하여 벽을 벗겨냈을 때 먼지들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페인트를
칠하는 일은 꽤 재미있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여행 동안에 제가 직면한 각각의 모든
도전에 잘 대처했고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완수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제 결심이 생각보다 굳건했다고 느꼈습니다.”

건물 화장실

지우 (Jeewoo)
“호이 안에서 팜 나무를 심었고 화장실과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과 관계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는 SDG no. 4: 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 no. 6: 깨끗한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그리고 no. 15: 육상 생활 (Life on Land)입니다. No. 15
육상 생활 측면에서는 팜 나무가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와 산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황폐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마을의 세 집마다 10그루의 팜 나무를 심었습니다. No.
6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위생 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학생들이 앞으로는 보다 쉽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자전거를 만들었습니다. 진정으로 호이 안의 환경 및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사람들을위한 나무 심기

학생들의 성취 및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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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딜리 베사르 (Sedili Besar)
코토나 (Kotona)
“이번 여행 중에 경험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로힝야 난민
학교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끔 하였고,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s)의
필요성을 보다 잘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no. 1: 빈곤
추방 (No Poverty), no. 4: 양질의 교육, 그리고 no. 10: 불평등
감소 (Reduced Inequalities) 입니다. 로힝야 난민 학교에서
만난 어린이들은 살기 위해 피난을 왔지만, 아직도 난민
캠프에서의 고난과 차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장벽 없는
주간을 통해 이러한 어린이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배경을 갖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민을 대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세딜리 여행 후에 제 눈과 마음이 열렸고,
보다 나은, 보다 배려하는 의사소통자가 되었습니다.”

세딜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완 (Ewan)
“세딜리 베사르로의 장벽 없는 주간 여행은 제게 선택 및 행동에
있어서의 윤리성을 인식하고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택
및 행동의 윤리성 및 옳고 그름에 관해 저를 생각하게끔 만든
것 중 하나는 로힝야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그들의 사연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정성이라는 명목 하에 감춰진,
탐욕을 위해 자행된 수 많은 폭력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로힝야 난민 학교에서

티오만 (Tioman)
태균 (Taegyun)
“여행 4일째에 살랑 해변 (Salang Beach)의 쓰레기를 치우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해변을 청소하기 위하여 5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고, 다양한 종류의 많은 쓰레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일은 우리가
발견한 담배 꽁초의 양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그룹은 80개가 넘는 담배 꽁초를
수거하였는데, 이는 5개 그룹 중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체로 1,000
개 이상의 담배 꽁초를 찾았습니다. 바다에 그렇게 많은 담배 꽁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플라스틱 병과 빨대, 그리고 우리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것들도 발견하였습니다.
수거된 쓰레기 양을 본 후에 정말 제 생활습관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학교 매점에서 물을 삽니다 – 매 학년에 200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제 습관을 바꾸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동일한
행동을 하게끔 권장할 필요를 느낍니다.”

모두가 해변 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쉐진 (Schezin)
“마지막 날에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마을 공동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살랑 해변에서 가능한 한 많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해변에 쌓인 쓰레기의 양과 그 종류에 놀랐습니다. 올바르게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너무 소홀했던 우리 행동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깡통에서부터 담배 꽁초, 비닐 봉지, 금속 파이프, 유리 그리고 주방세제 병에
이르기까지, 해변에서 수거해야 하는 것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바다로 들어가서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대로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재활용 쇼핑백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더라도)이라도 바로 실천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변화로 인한 효과를 알지 못했더라면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여행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행위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보다 깊게 배우는 것이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살랑 해변에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산호초 군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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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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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 시오다 (Maki Shioda)
저는 2008년에 ISS를 졸업했습니다.
ISS에서 가장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고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훌륭한 친구들을 사귀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투와 헌신의 가치를 배운 곳도 ISS이었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영어로 거의 의사 소통할 수 없었고, 여러
과목을 영어로 배우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도움과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마침내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분투와 헌신이 어떻게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지를
알았기에, 직장에서 부딪히는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보다
수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브라질에서 일하는 것이 평소
희망이어서 이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고, 직장 2년차에
브라질에서 2년간 근무할 수 있는 갖게 되었습니다!
ISS의 여러 다문화 공동체 출신의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60개 이상의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제 자신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늘 함께
일하는 것을 편안해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ISS는
우리들 대부분이 다른 국가에 살지만 현재도 연락을 주고
받는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줌으로써 저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ISS에서의 가장 즐거운 기억은 액티비티 주간 (Activity Week)
에 “린자니 생태 트레킹 (Rinjani Eco Trekking)”에 참가했던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린자니 산 (Rinjani Mountain)에
오르면서,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여 재활용
장소에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오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실감하는 기회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Seeing is believing)’입니다. ISS 학생의 자격으로
학교 밖 장소에서 모험을 감행하고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능동적인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감사 드립니다.

마키 (중앙)가 ISS를 방문하여 팻 (Ms. Pat) (좌측)
및 샐리 (Ms. Sally) (우측)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글로벌 시민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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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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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왜 하버드? 왜
이번 여름에?”
12학년인 개비 (Gabby)와 준 (June)은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 (Ivy League
Universities)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ersity)에서 ‘공부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싱가포르 리더십 및 경영연구소와 연계하여
모든 비용이 지급된 하버드 대학의 7주간 세션에 ISS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고등학교 디자인 교사인 패트리샤 블라드 (Ms. Patricia Vlad)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내가 왜? 왜 하버드? 왜 이번 여름에?”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주제를 통해 자신들에 관한 1분짜리 비디오를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습니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후, 수학, 독해 및 작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3시간에 걸친 시험을 치렀습니다. 1주일 후에 멋진 뉴스가 날아 들었고, 개비와
준이 선정되었습니다. 둘 다 그 뉴스에 뛸 듯이 기뻤고 이러한 기회를 정말 원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둘은 매우 다양한 경험에 직면했습니다. 준은 미국방문이
처음이었기에 약간 긴장하였습니다. 그녀는 보스턴 체류기간 내내 비교적 화창했던
날씨를 좋아했고, 거리를 다닐 때마다 스케이트 보드를 탈 수 있는 넓고 편리한
환경을 즐겼습니다. 보스턴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위축되었지만, 그들과 교류하고 동료 및 교수들과
친하게 된 후에는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준은 그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갖는 것을 매우 즐겼습니다. 이러한 경험 중 가장 즐거운 기억 중 하나는 교수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였는데, 버드 교수 (Prof. Bird)는 그녀를 매우 가까이서 지도했으며
대화를 통하여 인생을 전체로 바라보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로부터 그녀는 자신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책을 읽어 자신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며 그 결과 장래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개비는 하버드와 보스턴 지역의 광대하고 풍부한 문화 및 역사에 깊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영국의 영향과 영국이 보스턴 사람들의 문화에 미친 충격에
관해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의 상냥하고 외향적인 성격에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개비는 “미래지향적”인 MIT 캠퍼스를 보고 새로운 세대를 사로잡는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에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개비의 견해와
시야에 도전한 교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때입니다. 그는 지식론 수업에서의
자신의 경험이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여러 영역의 지식을
참조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하나의 이데올로기 (ideology)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
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지구 전체적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IB 경영관리에서 배웠던 툴 (tool)인 PESTLE 분석을 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순간들을 통해 그는 건설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개비와 준은 7주짜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계량적 추론 수업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하버드에만 독특하며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그들의
향상에 지대하게 공헌한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개연성의 이해를 위해 동전을 던지고 다이스 테이블 (Dice Table)을
참조하는 것과 같이 보다 실천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준은 이러한 기법에
감명을 받아 학생들의 과목과 평균 성적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수학 내부
평가 (Mathematics Internal Assessment)를 완료하는데 자신이 배운 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 오게 되어
흥분됩니다!

보스턴에서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모든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버드
교수님!”

전체적으로, 개비와 준은 일생의 한 번 뿐인 경험을 완전하게 즐겼습니다. 권위
있는 교육기관과 탁월한 학자들을 방문한 그들의 경험은 대학 및 상위 교육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되돌아보게끔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버드 학생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떤 분야에서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수행되어야만 하는
막대한 양의 독서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버드 학생들은 평균적인 학생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즉, 음악을
듣고 대중문화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잊을 수 없는 경험의 결과, 개비와
준이 자신들에게 높은 수행목표를 설정하고 학업 윤리를 변화시키게끔 하는 동기가
부여되었습니다.
보스턴에서의 개비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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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A 학생 컨퍼런스
지난 여름 고등학교 학생인 헬레나 (Helena), 알란 (Alan), 벤 (Ben), 유키 (Yuki) 및
모에 (Moe), 이렇게 5명은 주임교사인 화이트헤드 (Mr. Whitehead)와 함께 “인간 조건
(The Human Condition)”에 초점을 두는 월드 리딩 스쿨 협회 학생 컨퍼런스 (World
Leading Schools Association (WLSA) Student Conference)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제주를 여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그룹의 대다수는 대한민국에 가 본
적이 없었으며,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섬 여기저기
(예를 들어, 협재 해변, 만장굴, 곶자왈 도립공원, 성산 일출봉)로 현장 탐방을 떠나,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중에 학생들은 전 세계에 걸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고,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자신들을 보다 더 글로벌
시민으로 느끼게 만드는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제주에서의 시간
동안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룹 토론에 참가하였고, 유키에 따르면 “확실히 지금은
보다 자신 있게 글로벌 이슈를 토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고
컨퍼런스 후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덜 어색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알란에게 컨퍼런스의 핵심 중 하나는 대학 지원 세션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성적과 특별한 능력이 다가 아니다. 대학은 다양성과 소프트 스킬 (soft skill)
과 같은 것들도 심사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 스킬과 감정 지수 (emotional quotient)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는 사실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바를 컨퍼런스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ISS
에서 실천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동료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레나는
학생 조회에서 고등학교 학생 모두에게 컨퍼런스와 자신들이 경험한 성장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더 많고 훌륭한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WLSA 학생 컨퍼런스에서 보낸
시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작동하고 있는 글로벌 시민정신

중학교 교장인 로드윅 (Ms. Loadwick)이 5학년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학년 참가자들이 다른 학교의
참가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이 연례 환경인식펀드 (Scholastic Environment Fund (SEF)) 웅변대회에
참가하여, 전자제품 및 음식물 쓰레기의 적절한 관리와 같은 지구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룹 단위로 주제를 탐구하여 적합하고 정확한
자료를 발견 및 평가하는데 자신들의 연구능력을 함께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중, 심사위원 및 다른 경쟁학교 앞에서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5
학년 학생들은 매우 잘 했습니다. 지구전체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분명히 기여했고, 동시에 보다 나은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전을
보였습니다!
SEF는 ISS 국제학교 설립자인 찬 치 셍 부부 (Mr. and Mrs. Chan Chee Seng)가 2001
년 싱가포르 개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SEF의 목표는 일반학교
및 국제학교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싱가포르와 관련되는 환경 문제를 조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학생들의 연구능력과 발표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SEF는 지구의
미래가 어린 학생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들이 환경을 소중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바레즈 (Dr. Alvarez)로부터
인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

14

긴밀하게 맺어진 공동체의
팀워크를 강하게 과시

교사들도 참가했습니다!
ISS 공동체의 참가자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싱가포르 국제 트라이애슬론 (Singapore International Triathlon)의 여러 행사에
참가한 교사진, 학생 및 학부모로 이루어진 긴밀한 공동체에 축하 드립니다. 이
트라이애슬론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싱가포르의 선도적인 행사로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진 모두에게 건강과 운동을 강조해 온 ISS 교사인 딕슨 (Mr.
Dixon)에 의해 작년 말에 ISS 공동체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달리기, 사이클링
및 수영에서 최고의 노력을 보여주는 도전에 누가 나설 수 있는 지를 알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사를 ISS 공동체에 제안하였습니다. 등록한 사람들은 각 구성원들이
트라이애슬론에서 하나의 다리가 되는 3인조 팀에 참가하든지 또는 3단계에
연속적으로 모두 참가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딕슨은 ISS에서 긴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트라이애슬론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조직력과
헌신의 수준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장래에 학문과 직업의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생의 능력을 가르쳐 주게 될 것입니다. 네오
(Neo)와 젠 (Zen)이라는 두 ISS 학생과 한 ISS 학부모인 히데키 모치주키 (Hideki
Mochizuki)로 이루어진 한 팀은 “미니 (mini)” 종목 (200 m 수영, 12 km 자전거,
그리고 2 km 달리기)에서 1등으로 들어와 그들의 결심과 노력을 증명하였습니다!
경기 후에 히데키는 말했습니다:

사진 판정하는 딕슨

“우리 팀은 다른 성인 팀들을 이기기 위하여 속도와 인내를
보여 주었습니다! 경기 후에 젠과 네오와 이야기했고,
그들이 하나의 경주에서 준비과정, 이기고자 하는 의지,
경기 등록 절차, 경기 전 번호판 집기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ISS의 사자들은 진정한 블루
챔피온입니다.

개인 참가자로 등록한 딕슨은 “스피린트 (sprint)” 종목 (750 m 수영, 18 km 자전거,
그리고 5 km 달리기)에서 두 번째로 들어 왔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12학년 학생인
루신다 (Lucinda)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고 개인적으로
트라이애슬론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루신다는 훈련 과정 중에 자신의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하고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배워, 학업과 트라이애슬론 간에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 단계를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고 단지 해 나가기만 되며, 경기 내내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경기 당일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확신했습니다. 결승점에 도달한 후에,
그녀는 큰 기쁨을 느꼈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멋진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라고 했답니다.
ISS의 팀 들 모두 잘 해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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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일본대학 정보 박람회

“자, 일본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나요?”

작년의 성공에 이어, 일본대학 정보 박람회를 다시 한 번 마련하였습니다! ISS
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필요, 관심 및 미래 계획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서로 다른 필요성과 관심을 가진 각각의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접근법을 제공하는데 헌신한다는 포용적인 교육철학이
ISS에서 우리의 교육 환경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람회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선택 가능한 수 많은 옵션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포용적인 철학 및 문화의 핵심입니다.

일본대학 정보 박람회에 입장하는
학생들

“일본은 아시아에 있고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대학 선택에
있어서 우선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명백히
제가 관심을 두는 일본의 대학을 보다 더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일본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 및 기술, 고등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 Technology (MEXT), Higher Education Department of Japan)
와 일본 글로벌 교육재단 (Global Education Foundation, Japan (GEF))의 협조
아래, 많은 일본의 대학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와세다 대학 (Waseda University);
오카야마 대학 (Okayama University); 나고야 공과대학 (Nagoya Institute of
Technology); 국제 크리스찬 대학 (International Christian University); 국제
인문대학 (International College of Liberal Arts), 야마나시 가쿠인 대학 (Yamanashi
Gakuin University); 제이 에프 오버린 대학 (J. F. Oberlin University); 리츠메이칸
아시아 퍼시픽 대학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그리고 리츠메이칸 대학
(Ritsumeikan University).

일본의 대학 옵션에 대해 보다 더
알아봅니다.

참가한 일본대학의 대표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람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학생 중 한 명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항상 일본의 문화와 일본에서의 학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는 제가 일본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박람회 중에, MEXT 대표자인 준 타게다 (Ms. Jun Takeda)와 GEF의 츠보야
이쿠보 (Ms. Tsuboya Ikuk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로 진행되었고,
일본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 일본 대학의 지원 절차, 일본에서의 학업은 어떤
것인가를 다루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영사관 대표자인 가쿠 미조타 (Mr. Gaku
Mizota)도 박람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본대학 정보 박람회를 다시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기뻤으며, 우리가 받은
모든 지원에 감사 드리고 내년에도 박람회를 기대합니다!

각각의 대학들이 상담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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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행사
11월 - 12월
G10 DP 정보의 저녁

(11월 22일)

학부모들이 IB DP 커리큘럼과 ISS에서 가르치는 여러 과목들에
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대담회를 준비합니다. 참석하시어 자녀들이
DP에서 배우게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내셔날 데이

학생들에게 DP를 준비시키는 것은
학부모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월 7일)

인터내셔날 데이는 ISS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용적이고
다국적인 공동체를 축하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많은
대단한 것들이 준비됩니다: 공연, 워크샵, 다양하고 맛있는 전
세계의 음식들! 학부모들께서 축하 행사에 참여하신다면 더욱
환영 받으며, 모든 사람들은 전통의상이나 전통적인 색깔로 차려
입고 오기를 권장합니다. ISS 인터내셔날 데이에 모두가 차려 입은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G10 개인 프로젝트 전시

인터내셔날 데이에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12월 11일)

10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의 개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연구하느라
흥미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은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지만, 지구 전체 차원의
시각에서이기도 합니다. 이번 10학년 개인 프로젝트 전시에서
자신들이 수행했던 모든 것들을 보여 줄 것입니다.

10학년 개인 프로젝트 전시를
기대합니다!

빛 축제 (12월 12일)
축제 행사에서 학생들의 아름다운 음악공연의 밤을 기대합니다!
이 콘서트를 기획하신 크리스토퍼 호디노트 (Mr. Christopher
Hoddinott)와 이러한 연례 음악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은 학생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빛 축제

중학교 행동하는 봉사의 날 1일차 (12월 13일)
중학교가 각 학기 말에 행동하는 봉사의 날에 참가합니다. 행동하는
봉사의 날을 갖는 것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대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의 일환입니다.

8 월에서 11 월까지 있었던 학교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작년 행동하는 봉사의 날 1일차에 중학교
학생들이 해변을 청소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