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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육과정 교육방식 총학생수

SAS 유치～고등 미국 3,600

UWC 유치～고등 국 3,000

HCI 등～고등 싱가포르 500

ACS 등～고등 싱가포르 510

St.Joseph 등～고등 싱가포르 320

OFS 유치～고등 미국, 국 3,500

ISS 유치～고등 미국 650

AISS 유치～고등 호주 2,500

CIS 유치～고등 캐나다 2,800

ICS 유치～고등 미국 550

C.W 유치～고등 국 1,300

ERIS 등～고등 국 500

CNIS 유치～고등 미국 300

GIIS 유치～고등 인도 2,200

DPS 유치～고등 인도 1,200

표 1. 싱가포르 주요 국제  외국학교 개요1. 서론

이번 호 기획연재는 싱가포르의 교육시설을 한번 살펴

보고자 한다. 싱가포르는 국제 으로 앞선 교육 로그램으

로 고 인력을 교육시켜서 해외로 진출시키려는 정책이 

베이스에 깔려있다. 이번 기획연재에 언 하고 있는 국제

학교는 싱가포르의 일반학교와 달리 국제 인 교육 로그

램을 인증받은 학교로 시설면에서는 크게 다른 이 별로 

없으나 운 에 있어서 인증을 획득하여 국제 인 교육인

증을 취득한 학교로 분류된다. 

국제학교의 인증과 련되어 뉴잉 랜드 학교  컬리

지 회(NEASC), 국제학교 유럽 의회(CIS,) 웨스턴 학

교  컬리지 회 (WASC) 등이 가장 유력한 단체로 인

식되고 있다. 국제  인증기 에 부합하기 한 시설기

에 하여 뉴잉 랜드 학교  칼리지 회(NEASC), 국

제학교 유럽 의회(CIS) 는 약에 의해 단일한 인증체

계로 시설에 한 인증을 하고 있다. 웨스턴 학교  컬리

지 회 (WASC)의 경우 시설에 한 인증이 포 인 

서술을 통해 시설 기 에 한 요구사항을 밝히고 있다.

2. 본론

2.1 싱가포르 국제학교 프로그램 전체개요

싱가포르의 주요 국제  외국학교인 15개의 황은 다

음 <표 1>과 같다. 

교육과정 운 은 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운 하고 있는 복합학교인 경우와 그 지 않고 일부 학교

만 설치하여 운 하는 복수 학교인 경우가 있다. 체로 

복합학교가 부분이다.

학기 시작은 8월에서 시작하는 학교에서부터 1월에 시

작하는 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9월과 4월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다. 한, 학기도 2학기, 3학기, 4학기로 운 하

는 학교도 있다.

2.2 싱가포르 화총국제학교(Wha Chong International 

School)

이 학교는 7학년(한국의 만 7세부터 9세까지)부터 12학

년까지 총 6년의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2009년부

터는 IB과정을 운 하게 된다. IB과정은 16세에서부터 19

세까지인 11학년과 12학년에서 제공되며 이 과정을 마치

면 수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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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분

(Section of school) 

로그램

(Program)

연   령

(Age)

유아원

(preschool)

3세에서 4세 상 

로그램

Children can commence 

the day they turn 3)

유치원

(junior school)

1학년에서 2학년

(prep to year 2, 

5-8세)

Children commence Pre 

if turning 5 by 30 April 

of that year

등학교

(primary school)

3학년에서 5학년 

(8-11세)

학교

(middle school)

6학년에서 9학년

(12-15세)

고등학교

(senior school)

10학년에서12학년 

(16-18세)

Students usually complete 

high school at age 18

표 2. 싱가포르 호주국제학교 로그램

화총국제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학교내의 건물을 활용하여 운 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다. 화총국제학교는 화교 심의 화총 고등학

교 내의 건물을 신축하여 운 함으로써 기숙사, 운동장, 

체육  등 시설에 한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한, 

화총학교의 우수한 졸업생  재학생들을 손쉽게 흡수함

으로써 단기간에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할 수 있다. 

둘째, 국제학교라고 특별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

다. 화총국제학교는 학교 내의 다른 반일 뿐 이에 한 특

별한 이나 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다른 학생들에

게 주고 있지 않다는 이다. 화총국제학생들도 국제학교

가 아닌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도서 , 기숙사, 운동

장, 식당 등 모든 시설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

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셋째, 정부지원의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다. 화총국제학교는 운 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해외 

로그램을 운 할 수 있고, 과정의 낙오자를 과감하게 퇴교

시킬 수 있어 높은 교육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이다.

2.3 싱가포르 호주국제학교(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Singapore, AISS)

AISS는 AISS는 2007년에 IB과정을 인증받아 등학교

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IB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있

다. AISS는 유아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상으로 ESL과 어집 과정을 운 하고 

있다. 한, AISS는 11학년과 12학년을 상으로 외부 기

에 의뢰하여 학력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 이 학교

의 특징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학기는 4학기로 나

어 운 하고 있다.

AISS의 학교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학교는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학교와 고등학

교 건물, 유치원과 등학교 건물을 구분하여 효율 으로 

시설운 을 하고 있다. 

둘째, 모국의 인 지원이다. 

셋째, 매우 친 하다. 

넷째, 수 별 수업과 학부모에 한 학습 보조 수업을 

잘 진행하고 있었다. 

2.4 싱가포르 외국인 학교(Overseas Family School, 

OFS)

AISS는 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운 하고 있으며 다른 

학교보다 일 이 IB과정을 인증 받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

교까지 IB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매우 다양한 국제인증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 OFSD(OFS High School Graduation Diploma) : 4년

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자체평가를 통하

여 부여한 학 을 미국이 인정하는 학 , 미국졸업인

증제

- Junior High School(grade 9-10)은 IBMYP. IGCSE

- Senior High (grade 11-12) IB Diploma 

이 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스러운 분 기

둘째,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다. 

셋째, 학교 출입통제를 철 히 하고 있다. 

2.5 싱가포르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Singa-

pore, ISS)

1984년도에 IB 교육과정이념을 토 로 설립되어서 등

학교, 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는데, 40개국

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각각의 로그램을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2.5.1 등학교 교육과정(유치 - 5학년)

유아 등 로그램은 IB의 PYP(Primary Years Program) 

교육과정을 2002년도에 인증을 받은 후 학문 인 성장 이외

에도 자라내는 아동들의 총제 인 성장과 마음과 정신, 사

회 , 육체 , 감정   문화 인 필요성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2.5.2 학교 교육과정 (Middle Years Program: MYP)

IB 학교 교육과정은 6학년( 학교 1학년)부터 8학년

( 학교 3학년)에 걸쳐서 용되는데, 문화 간 차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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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주 국제학교 경  배치도 

한 의식 고취와 의사소통능력 기술배양을 요한 목표

로 삼고 있으며, 총체 인 학습을 지향한다. 

2.5.3 고등학교 교육과정(Hish School Diploma: HSP)

HSP 교육과정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용되며, 미국 

고등학교의 WASC 교육과정에 하여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여 졸업장을 받을 수가 있다. 

2.5.4 고등학교 교육과정 (9학년-10학년: IGCSE)

국제 등 교육 과정 인증 코스(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IGCSE)는 9학년과 

10학년을 상으로 용된다. 이 과정은 체 으로 16세

에 시작되며 국제 GCE보통과정과 국의 GSCE과정에 

상응한다. 국제 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세계 으로 100개국이 넘는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데, 국과 다른 여러 나라들의 학교 진학 학력요건으로 

인증이 된 상태이다. IFCSE 교육과정을 마친 후 국 캠

리지 학의 평가연구소(UCLES)가 주 하는 인증시험에 

합격해야 학력을 인증받을 수가 있다. ISS는 이 교육과정

을 독일어와 어로 진행하고 있다.

2.5.5 고등학교 교육과정

(International Baccaluareate Diploma: IBD)

IB교육과정은 11학년과 12학년을 상으로 용되는데, 

학업에 한 강한 의지력, 과목내용 마스터, 무한 의 경

정시 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인내력을 배양하

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IBD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해서는 아래의 6가지 그룹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수강하

는 과목  3과목은 심화과목으로, 3과목은 기본 과목으로 

들어야 한다. 이 밖에도 IB교육과정의 3  핵심과목인 4천 

단어 작문, TOK, CAS 과목을 수강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다.

3. 싱가포르 국제학교 시설 황

3.1 호주국제학교(Australian International School 

Singapore, AIS)

•학교개요 

치: 1 Lorong Chuan Singapore 556 818

호주 국제학교는 비 리법인인 국계의 재단인 Cognita 

Group of School이 운 하는 학교 에 하나다. 호주국제학

교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세계 으로 유명한 국제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다. 

AISS는 이후 학생수의 속한 증가로 몇 차례 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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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기다가 2003년에 재의 Lorong Chuan 캠퍼스에 

식 신축건물을 지어 이 하 다. 재의 건물은 두 개동으

로 나 어 있었다. 한 개동은 최근인 2008년에 지은 건물

로서 유아원(preschool), 유치원(junior school) 학교다. 다

른 한 개동은 2003년에 지은 등학교(primary school), 

학교(middle school), 고등학교(senior school)다. 학교시

설은 학년을 심으로 우리나라처럼 학 별로 교실이 구

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 하게 열린 교실로 운 하고 

있었다. 

그림 2. 본  

그림 3. 복도 경

모든 시설이 유연성 있게 운 할 수 있도록 칸막이 없게 

운 하고 있었으며 한 학년에 조교가 한 사람씩 배치되어 합

동으로 지원하는 등 학교 체가 자원활용이 매우 잘 되어있

는 학교임을 알 수 있었다. 한, 학생구성이 백인이 심이

며 교사 역시 백인 심이다. 재(2009년) 2,250명의 학생과 

200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시설물 황

학교 시설물들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꾸 히 증가하

고 있다. 재 2개의 실내체육  시설(옥상에 테니스 코트 

시설)과 실외수 장, 극장/강당 시설, 다목 실/강당 등 학

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시설물들을 제공한다.

Secondary School 건물에서는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450명을, Primary School 건물은 810명의 학생을 수용하

고 있다. ICT Department에서는 5개의 실험실을 가지고 

있으며, 강당은 35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다. 

2010년에는 10학년에서 12학년을 수용하는 새로운 Senior 

School 건물이 들어설 계획에 있다. 이 건물에는 개인 학

습공간과 35개 교실, 과학실 공간 등이 포함된다.

그림 4. 음악실1

그림 5. 교실입구 홀

3.2 싱가포르 외국인 학교(Overseas Family School 

in Singapore, OFS)

•학교개요 

치: 25F Paterson Road, Singapore 238515

OFS는 1991년 학생 50여명을 가지고 출발하여 재 60

여 개국에서 온 학생 3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학교다. OFS는 싱가포르에서 3천6백 명이 학생들을 가지

고 있는 SAS(Singapore American School) 다음으로 많은 

3천5백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유아원에서부터 고

등학교까지 운 하고 있다. 출발 당시에는 1학년(Grad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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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고등학교 3학년(Grade 12)으로 출발하 고 이듬해인 

1992년에 유치원을 설립하 다.

OFS는 일 부터 국제기 의 교과과정을 운 한다는 목

표하에 커리큘럼을 운 하여 다른 학교보다 훨씬 빠른 

1994년에 고등학교에 IB Diploma 과정을 인가받아 설치하

여 운 하고 있다. 1995년에는 미 서부 학 운 학교 연합

(WASC)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이후에 1996년 학설

립, 1997년 학교 IB과정 설치, 1998학년 등학교 IB 과

정 설치를 하면서 국제학교의 토 를 마련하 다. OFS는 

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번화가인 오차드에 있는 부지 11

에이커(약 13,500평)에 11개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6. 음악실 내부

그림 7. 음악실 내부

•학교 시설물 황

① 교실

총 165개 교실들이 냉방시설을 비롯하여 고속 인

터넷  오디오/비디오 설비를 갖추고 있다.

② Technology - 컴퓨터실

Apple사의 후원으로 1,200 의 Mac 컴퓨터를 보유

하고 있으며, 음악 작곡에서부터 그래픽  수학까지 

다양한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한, 무선 인터

넷과 다양한 보안장치를 통해 최 의 시스템을 자랑

한다.

③ Learning Labs - 실험실

물리, 화학, 생물 등의 과목을 한 9개의 과학 실험

실이 구축되어 있다.

④ 스튜디오

캠퍼스에 5개의 미술 스튜디오, 연극장 시설, 음향설

비 연주실, 6개의 음악실, 그리고 여러 행사를 갖을

수 있는 강당 등이 있다.

⑤ 도서

각각의 학교에 30,000권 이상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그림 8. 고등학교 도서

그림 9. 등학교 도서

그림 10. 학교 도서

그림 11. 학교 일반 교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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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등학교 일반 교실 내부

그림 13. 유치원 도서

그림 14. 연극장 내부

그림 15. 등학교 컴퓨터실

그림 16. 고등학교 컴퓨터실

그림 17. 과학 실험실 내부

그림 18. 과학 실험실 내부

그림 19. 강당 내부

3.3 Raffles Campus and Emaar International 

School(싱가포르 EIS)

•학교개요 

치: 201 Ulu Pandan Road Singapore 596468

2003년 이후로 Raffles Campus가 세계의 학교들과의 

력 계에서 아시아 지역의 수업과정을 발 시켜 왔고, 오늘

날 네트워크 체계가 범아시아 으로 넓 지고 있다. 싱가포

르 학교로서는 처음으로 Private Education Organizations 

(PEOs)에서 수여되는 Singapore Quality Class (SQC)를 

수상하 다. 2006년 9월에는 Emaar Education이 Raffles 

Campus를 취득하게 되었고, 2007년 1월에 Emaar Educa-

tion 최 의 국제학교가 싱가포르에서 생기게 되었다.

EIS 학교 캠퍼스는 총 지면  44,000 m2 에 달하고, 

1,5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 캠퍼스는 세계 

일류 수 의 교육시설을 자랑하고 있고, 더불어 스포츠와 

여가 시설, 넓은 녹지 공원 등이 조성되어 학생들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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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림의 장을 마련해 다.

•학교 시설물 황

- Learning Resource Centre (Library) 

- Air-conditioned classrooms equipped with latest 

instructional audio-visual facilities (LCD projector/ 

visualiser/sound system) 

- Pre-school facilities for up to 150 children 

- Tutorial rooms 

- Theatrette 

- Art room 

- Music room 

- Science laboratories 

- Computer laboratories 

- Soccer fields 

- Swimming pool 

- Sports hall with a seating capacity for over 700 

spectators 

- Basketball courts 

- Students can enjoy open and spacious classrooms 

and at the same time benefit from state-of-the-art 

educational tools to enhance their learning process. 

•학교 사진

그림 20. 학교 정문

그림 21. 건물  경

그림 22. 교과교실동 경

그림 23. 체육

그림 24. 도서  열람석

그림 25. 도서

그림 26. 교실동 하부 카페테리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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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교실동 하부 카페테리아 경

4. 결론

싱가포르의 국제학교를 살펴보면 학교 체면 은 국내 

학교시설면 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각 교과교실별 세심

한 배려가 에 띄게 잘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음악

실, 과학실, 도서실 등 특별교과 과목의 교실이 교과과정

에 맞추어진 공간구성이 돋보인다. 그리고 연극스튜디오와 

학생들의 편의시설인 카페테리아의 공간구성도 잘 배려되

어 있다.

그러나 창이 없는 실들도 교실로 이용되고 있는 등 실

내 환기나 채 면에서 불리한 실들도 교실로서 이용되고 

있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는 싱가포르 안에서도 일반학교

와 달리 좀 더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내 

국제학교와 비교한다면 국내 국제학교의 공간 인 환경이 

더욱 훌륭하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교과과정이 얼마나 충

실하게 제공되는가가 건이라고 보여진다. 를 들어 음

악시간에 개인의 악기연주를 한 연습실과 체 합주를 

한 연주실, 합창을 한 연습실, 창단이나 밴드를 

한 연습실 등 다양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지도해

 보조교사들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과목이든 

세부 인 교과과정의 개발과 함께 그 교과과정에 맞는 공

간구성이 앞으로의 교육의 수 을 높이는 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