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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 입학 안내 

 
NIS는	  inspiring	  personal	  excellence(개인의	  탁월성	  함양),	  international-‐
mindedness(국제적	  감각),	  그리고 creative	  thinking(창의적	  사고)를	  목표로	  하는	  
Inclusive	  Community	  (전인교육의	  장)입니다.	  이	  네	  과제들이,	  각	  학생들의	  개인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NIS를	  기둥처럼	  지탱하는	  목표들	  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입학	  규정을	  포함한	  모든	  학교	  생활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NIS는	  
학교와	  이런	  목표들까지도	  포용해	  주실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입학과	  재등록을	  
환영합니다.	  
	  
아래,	  	  NIS가	  학생과	  그	  가족,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한결같이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되어주고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입학	  절차가	  완결되기	  
전,	  언제라도	  여러분이	  이	  곳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시고,	  입학	  신청서류에	  
싸인하시기를	  바랍니다.	  
	  
Inclusive	  Community	  :	  저희	  NIS는	  각기	  다른	  국적,	  언어,	  민족성,	  교육의	  필요성을	  
가진	  가족들과	  다문화	  가정	  등의	  다양성을	  갖춘	  곳입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을	  
고려하신다면,	  이렇듯	  다양한	  가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전인교육을	  위한	  
저희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셨거나	  교육	  목표	  
등을	  알	  기회를	  놓쳐서,	  등록을	  못하거나	  차후	  등록의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Personal	  excellence	  :	  저희	  NIS는	  ‘전체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	  각	  개인의	  역량을	  
극대화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IB	  	  학습	  과정을	  이용한	  교육적	  
지원은,	  우리	  학생들을,	  국제적	  감각을	  갖춘	  	  탐구가,	  지식인,	  철학자,	  미디어인	  
등	  열린	  마음을	  가진	  뿐만	  아니라,	  의욕적이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젊은이들로	  발전시킵니다.	  
	  
International	  mindedness	  :	  건강한	  NIS	  학생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도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합니다.	  IB	  교육	  과정은,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친구들을	  향한	  배려와	  열린	  마음,	  이해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Creativity	  :	  창의적	  사고는 NIS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필수	  항목일	  뿐	  아니라,	  
저희가	  매진하고	  있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덕목입니다.	  저희는	  새로	  입학하게	  되는	  가족들도,	  이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원합니다.	  각자	  본인들의	  교육	  향상을	  위하여	  노력	  및	  실행할	  수	  있는	  
“student	  voice	  and	  choice”항목과;	  교내의	  범위를	  넘어	  중국	  전체와	  소통하고자	  
하는	  “bursting	  the	  bubble”	  이	  바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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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학교와의	  파트너쉽:	  우리	  학교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활력있는	  교훈	  실천을	  
위하여,	  저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학교의	  교육	  철학을	  지지해	  주시고,	  학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은,	  학교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님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희는	  이런	  훌륭한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는,	  모든	  NIS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고	  동의하시면,	  날짜를	  확인하시고	  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입학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감사합니다.	  
NI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arent	  name	  
	  
-‐-‐-‐-‐-‐-‐-‐-‐-‐-‐-‐-‐-‐-‐-‐-‐-‐-‐-‐-‐-‐-‐-‐-‐	  
	  
Parent	  signature	   	   	   	  Name	  of	  your	  child/children	  
	  
	   	   	   	   	   	  	  -‐-‐-‐-‐-‐-‐-‐-‐-‐-‐-‐-‐-‐-‐-‐-‐-‐-‐-‐-‐-‐-‐-‐-‐-‐-‐-‐-‐-‐-‐-‐-‐-‐-‐-‐-‐-‐-‐-‐	  
-‐-‐-‐-‐-‐-‐-‐-‐-‐-‐-‐-‐-‐-‐-‐-‐-‐-‐-‐-‐-‐-‐-‐-‐-‐-‐-‐-‐-‐-‐-‐-‐-‐-‐-‐-‐-‐-‐-‐-‐-‐-‐-‐	  	  	  	  	  	  	  	  	  	  -‐-‐-‐-‐-‐-‐-‐-‐-‐-‐-‐-‐-‐-‐-‐-‐-‐-‐-‐-‐-‐-‐-‐-‐-‐-‐-‐-‐-‐-‐-‐-‐-‐-‐-‐-‐-‐-‐-‐	  
Student	  signature	  from	  Grade	  2	  and	  above	  
	  
-‐-‐-‐-‐-‐-‐-‐-‐-‐-‐-‐-‐-‐-‐-‐-‐-‐-‐-‐-‐-‐-‐-‐-‐-‐-‐-‐-‐-‐-‐-‐-‐-‐-‐-‐-‐-‐-‐-‐-‐-‐-‐	  
Entry	  grade	  on	  arrival	  -‐-‐-‐-‐-‐-‐-‐-‐-‐-‐-‐-‐	  
	  
Dat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