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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을 가진 헌신적인 교사진

세계 유수 교육 기관들이 인정하는 학교
•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월드 스쿨 허가
• 국제학교 협의회(CIS) 승인
• 미서부연합교육연합회(WASC)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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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교육 시스템 간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우수한 IB 커리큘럼

6

뛰어난 IB 디플로마 시험 결과와 세계 유수 대학들로
부터의 입학 허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브라운, UC 버클리, 캠브리지, 홍콩 과기대,
홍콩대, 토론토, 멜버른 외 다수)

7

7.2 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공원과 같은 캠퍼스와
최상의 시설을 갖춘 도서관과 정보 활용 능력 센터를
포함한 3만 제곱미터가 넘는 특별히 디자인된 넓은
시설

8

개별 학생의 요구에 맞는 폭넓은 지원
제 2 언어로서의 영어 (ESL)
학생의 개별 요구에 맞춘
학생 지도 및 대학 입시 상담
모국어 프로그램 (한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덴마크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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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ers

Risk-t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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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ageous

ACAMIS, EARCOS, ISAC, ISCOT, ACAMIBS 등을
포함한 중국 내 주요 국제학교 연합회의 멤버로서
중국 전역에서 있는 학교 간의 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Reflective
Thinkers

10 폭넓고 다양한 특별 활동 및 지역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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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ors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포용적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Knowledge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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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ers

학교 이념 중심, 비영리 경영, 학부모에 의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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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ageous

Principled

Caring
Inquirers

IST를 선택하는 열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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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 Moody -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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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ers

IB 초등 교육 프로그램(PYP)은 유아반에서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실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탐구자로서의 전인적 아동의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B 중등 교육 프로그램(MYP)은 6-10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도전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전통적인 과목들과 현실 세계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를 하도록 격려합니다.

steve_moody@istianjin.net

Courageous

Christina Song - 입학처 및 행정 사무실 주임
christina_song@istianjin.net

IB 디플로마는(DP) 11,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문적으로 도전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평가되는 최종 시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대학 생활과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Risk-takers

INTERNATIONAL SCHOOL OF TIANJIN
天津经济技术开发区国际学校天津分校
Weishan South Road, Shuanggang, Jinnan District
Tianjin, 300350, P.R. China
Tel: +86 (22) 2859 2003/5/6 Fax: +86 (22) 2859 2007

INTERNATIONAL SCHOOL OF TIANJIN에

Welcome to IST

www.istianjin.org
info@istianjin.net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inkers

The International School of Tianjin Is a Fully Authorized
International Baccalaureate World School

www.istianjin.org
info@istianjin.net

Communicators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IB)는 전세계 3000개 이상의
학교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IST가 천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국제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교로 독보적인 위치를 이어가고 있는지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Knowledgeabl

IST는 천진에서 유일하게 IB 월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락처

Inquirers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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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d

Caring
Inquirers

International School of Tianjin (IST)는 수준있는 학습 재원과 세계 최상급의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학생마다의 독특한 학업, 사회 정서적 학습 요구에
부응하고자 적극적인 학부모 그리고 전문성 있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함께 일하며
따뜻하고 포용적인 국제적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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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자격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권위있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커리큘럼은 세계 유수의 국제학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하고
국제적으로 이동이 잦은 커뮤니티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과 여러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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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의 국제 교육 기관들에 의해 인정받고 독자적으로 승인받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국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성과 기질을
개발하는 중요하고, 의미있고, 도전적인 학습 경험에 모든 학생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역량을 가치있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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