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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학 교 개 요 School Profile
학교와 커뮤니티 (School and Community)

학사일정 (Calendar)

테다국제학교(TIS)는 전 세계에서 온 테다(TEDA)지역 거주
학생들에게 영유아부터 고등부 12학년까지의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1995년에 설립된 정부 소유의
비영리 남녀 공학으로 특정 종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본교는 테다정부 교육국과 TIS 운영위원회 및 행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본교의 커뮤니티는 지역정부 뿐 아니라
지역내 중국 기업과 외국기업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학사일정은 두 학기 동안 180일의 정규 수업일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첫 학기는 8월 중순에 시작되어 12월
에 마치게 되며, 두번째 학기는 1월부터 시작되어 6월
중순에 마치게 됩니다.

사명 (Mission)
테다국제학교의 사명은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학문,
품성, 리더십, 이타심을 개발하게 하는 다면적 교육 프로
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TIS 학생들은 윤리적으로 행동
하고, 지구와 인류에 이바지하는 일을 하고, 생각을 효율
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이들의 생각을 주의 깊게 듣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할
준비를 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견지에서
문제를 조사하고, 평생 학습에 전념하도록 배우게 될 것입
니다.

교육시설 (Facilities)
TIS는 각 교실들에 컴퓨터와 프로젝터, 전자 칠판을
제공하며,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합니다. 캠퍼스 내에
도서관, 네개의 컴퓨터 랩실, 극장과 개인 연습실들을
포함한 음악실, 과학 실험실들과 강당, 체육관, 축구장을
포함한 운동장, 실내외 놀이터가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 (School Day Schedule)
학년
영아부 (오전반)
영아부 (종일반)
유치부 준비반 Pre-K
유치부 – 5학년
6 - 12학년

등교
8:00 a.m.
8:00 a.m.
8:00 a.m.
8:00 a.m.
8:00 a.m.

하교
11:45 p.m.
2:45 p.m.
2:50 p.m.
3:05 p.m.
3:05 p.m.

등록 (Enrollment)
TIS에는 2017년 8월에 300명의 학생이 등록하여,
영유아부 61명, 유초등부 105명, 그리고 중고등부에 134
명이 이번 학년도 수업을 시작하였입니다. TIS는 25개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3%는 한국, 7%는 유럽, 11%는 북미에서 왔고, 45%는
중국, 나머지 24%는 기타 국가들로부터 왔습니다.

교직원 (Faculty)
이번 학년도에 TIS에는 60명의 교사 및 행정 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47%는 북미 출신이고, 27%의 현지
중국직원들이 있으며 7%의 유럽인, 나머지 19%는 기타
국가들로부터 왔습니다.

인가 및 멤버십 (Accreditation & Memberships)
TIS는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와 CIS(the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로
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EARCOS(the East
Asia Regional Council of Overseas Schools)와 ACAMIS
(the Association of China and Mongolian International
Schools), PTC(the Principal and Teacher Training Center)
와 ISAC(the International Schools and Colleges of Beijing),
PTC(the Principal and Teacher Training Center) 및 AAIE
(th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멤버입니다.

졸업요건 (Graduation Requirements)
TIS의 졸업을 위한 필수학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
사회
수학
과학



선택과목 (Electives)

(English)
(Social Studies)
(Mathematics)
(Science)

4학점
4학점
4학점
4학점
1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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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Curriculum)

학과 외 스포츠 프로그램 (Sports Program)

TIS의 커리큘럼은 미국의 학과 기준 AERO(American
Education Reaches Out)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학과목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9학년 초에, 다른
선택과목과 함께 다양한 AP과목을 선택 수강할 수 있으며
이 AP수업은 대학 1학년의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학년도에는 14개의 AP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모든 TIS
졸업생들은 북미 대학 및 출신 국가들에 있는 유수
대학들에 성공적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TIS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모든 연령과 레벨에 적당한 개인 및 팀
스포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의
학생들이 일년 중 일정 기간 이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활동 범위는 농구, 배구, 축구, 배드민턴, 탁구, 수영,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프리스비 등을 포함 합니다.

방과 후 활동 (스포츠 프로그램 이외)

본교는 성적표시에 알파벳(A, B, C, D, F)과 백분율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급을 위한 최저 학점은 D(60%)
입니다. AP과목 및 Honor 수업에는 성적 가중치가
적용되며 초등부에서는 표준화 채점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테다국제학교는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크게 네 가지 : 리더쉽,
봉사, 전시/공연 예술, 개인 관심 분야가 있습니다. 리더쉽 활동은
NHS와 모의 UN회의가 있고, 봉사 클럽은 지역의 개인이나 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시행할 기회를 줍니다.
일부 활동들은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고, 개인
관심 분야에는 체스, 미디어, 기타, 로봇공학 클럽 등이 있습니다.

표준화 테스트 (Standardized Tests)

학생 서포트 패널 (Student Support Panel)

체계적으로 매년 치러지는 표준화 테스트는 학생의 능력,
성취도, 관심분야 및 적성을 평가합니다. 2-8학년은 매년
MAP(Measures of Academic Progress) 테스트를,
9,10,11학년은 PSAT를, 대부분의 11,12학년 학생들은
SAT 시험을 봅니다. TIS는 PSAT, SAT와 AP등 여러 대학
입학 준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인증받은 수험장입니다.

TIS는 서포트 패널을 통하여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들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서포트 패널은 학교 상담교사,
초등부 교장, ELC의 교수부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포트
패널의 목적은 학생으로 하여금 TIS의 학습 프로그램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거나,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들 그리고/또는
학부모님들의 권유로 서포트 패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채점 방식 (Grading System and Ranking)

중고등부 학과 (Secondary Course Offerings)
영어English: 외국어로서의 영어 (ELC), 영어 서포트,
영어6-8, 일반 및 고급 영어9, 일반 및 고급 영어10,
미국문학, 영국문학, AP 영어 및 AP 영문
수학Math: 수학6, 대수 준비, 대수1, 대수2, 기하 /
삼각법, 미적분 준비, AP 미적분 AB와 BC, AP 통계 (고급
수학은 9학년부터 시작)
과학Science: 과학6-8, 생물, 화학, 물리, AP 화학, AP
환경 과학, AP 물리, AP 생물
사회Social Studies: 사회6-8, 세계사 및 지리9-12, AP
심리, AP 경제, AP 비교정부, AP 인문지리, AP 세계사

대학 진학 상담 (College Counseling)
TIS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진로 결정 및 대학 진학계획을 돕기 위
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합니다. 매해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해 교육을 받고 있으며, TIS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입학하였습니다. MIT공과대학교, 듀크대학교,
버지니아대학교, 브라운대학교, 라이스대학교 (미국), 토론토대학교,
맥길대학교 (캐나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
홍콩과학기술대학교, 청화대학교 (중국), 싱가폴국립대학교 (싱가폴)
등 입니다.

영어학습센터 (ELC)

온라인 과정Online Courses: TIS는 미국 온라인 학습 제공
사이트인 K12와 제휴하였습니다. 이 파트너쉽을 통해
TIS 학생들은 추가 학습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TIS의 영어학습센터는 일반 학급에서의 수업을 위해 영어실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몰입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ELC는 또한 일반 학급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개별적인 영어 보충
수업과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학습
센터는 학생별로 교사의 충분한 관심이 미칠 수 있도록 12명
이하로 학생수를 제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읽기, 작문,
말하기 및 듣기 실력을 고루 발전시켜 나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전반 학습목표

영유아부 교육 (ECA)

선택Electives: 관악기 합주단, 합창, 스튜디오 아트, 연극,
체육, 웹 디자인, 스페인어, 한국어, 중국어 (AP포함
4단계), AP 스튜디오 아트, AP 음악이론

(School Wide Learning Goals)



학생들은 정직하고 인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올바른 성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구와 인류에 이로운 행동을 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의사소통에 능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독창적인 사고와 작업을 계속해 가면서 잠
재된 창의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분석하고 질문하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해 나아갈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세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며, 문제 해결자로 행동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식과 정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기주도
적 학습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TIS에서 영유아부 교육은 2세부터 4.9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 나이의 영아부는 HighScope 커리큘럼을 사용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오감 자극 놀이 환경이 제공 됩니다. 영아부는
오전반과 종일반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영어와 중국어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교사들과 보조 교사들이 반을 맡습니다. 좀 더
심화된 학습이 가능한 3-4.9세 아이들은 종일 수업을 하는 PreKindergarten에 진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연령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교적, 감성적, 신체적, 학과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HighScope 커리큘럼을 가지고
놀이를 통한 학습을 합니다. 각 학급들은 외국인 교사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중국인 교사, 보조 교사가 팀을 이루어 함께 수업
합니다. 각 ECA의 교실마다 학생들 전용의 식사를 위한 공간 및
퍼스널 케어 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그
연령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학습과 안전을 고려하여 디자인 된
실내외 놀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