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iS 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YMCA 가 가지고 있는 4 가지 가치 ,즉 배려,존경심,책임감,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지역사회의 중요함을 전하며,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배우고,그리고

성공을

어린이들로 성립된 학교환경 중에서 어린이들이 잘

거두기

위하여

문화적인

주체성에

대한

자각과

자신을

가지고,개개인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린이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질 높은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읽기,쓰기,산수,사회,이과,그리고 개인적인/사회적인 성장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이해하기가 쉽고 면밀하게 게획된 교육지도를 약속 드립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 학생들이 지구촌사회,지역사회에 의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을 몸에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학습환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며,그리고 교육적인 경험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어린이들이나 그 가족을
마음껏 환영하여,아이들의 밝고 성공한 장래를 약속 드립니다.
교장

개빈 막크스휘르드

커리큘럼
우리는

국제적인 특색이

포함된

수업내용,기술,그리고 과외수업을

연결시키면서

총합화된 커리큘럼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리므 커리큘럼
TYiS 는 주요과목인 랭귀지 아트/리딩,산수,이과,사회는 미국의 커리큘럼을 기초로
삼으면서 국제기준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커리큘럼의 시도는 유니크한
형태로 자기네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킬이나 지식을 얻을 수
있게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그리고 이 기반이 되는 커리큘럼과 체육,수영,음악,미술,
일본어의 수업이 있습니다.또한 TYiS 에서는 클라스 룸에서 실시하는 읽기/쓰기
수업에서 Complete 4 for Literacy 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이 Complete 4 for
Literacy 에는 보다 잘 쓰고 읽는 인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수킬,<프로세스(과정),
정르(형식),스또라디지(방책),그리고 콘벤션(규칙)이 포함되고 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학교전체의 읽기/쓰기 수업에서 보조적으로 Renaissance
Place 회사에 의한 Accelerated Reader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제 2・제 3 언어로 학습하는 클라스
TYiS 에서는 영어를 제 2・제 3 언어로 학습하는데 있어서 보조가 팔요한 아이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클라스에서는 학생이 보다 빨리 발음이나
단어,그리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상세한

것은

문법을

학습하기

테크놀로지

부분을

위해,정기적으로
보십시오)을

English

사용하고

in

a

Flash

있습니다.학생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클라스로 선생들의 충분한 지도로 실용적인 영어학습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TYiS 봄 입학 프로그램
TYiS 에서는 3 월에 유치원,보육원을 졸업하고 여름방학이 깬 8 월말부터 신년도의
Gradel 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4 월부터의 TYiS 봄 입학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일본의 4 월시작 커리큘럼부터 순조롭게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4 월부터 약 10 주간에 걸쳐 시행됩니다.
이 TYiS 봄 입학 프로그램은 보다 순조롭게 Grade1 수업이나 영어를 쓸 학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이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또한 여름방학중에는

참가한

학생들은

다른 여름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개학 후 신학기부터는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치고 Grade1 클라스와 합하여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EAL)를 이수할까,아니면 Grade1 클라스만으로 배우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