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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를 이끌고 역동적이고 다양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고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본교는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닌 신나고 활기찬 학교입니다.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는 교육 환경 그 이상의 장소입니다. 연보에 실린 사진들을 보시면 웃고 있는 
아이들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의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교는 지역 사회 한복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족적인 분위기와 교육적인 환경을 통해 존중 받으며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모인 젊은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며 자신들의 책임감을 이해할 수 있는 안전하고 도전 
의식을 북돋아주는 학습 장소를 제공하고자 전념하는 동안 앞으로 멋진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고 자신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믿음은 본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2017-18년 학교 앨범을 통해 아이들이 했던 모든 활동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성공이 높은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본교는 2018년 6월에 780명의 학생들과 함께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학년도를 마감하였으며 2018-19년 
등록자 수를 통해 본교의 건재함이 잘 드러났습니다. 본교에서는 국제중등교육자격시험(IGCSE)와 IB에서 
뛰어난 결과를 기대하며 본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읽기, 쓰기, 수학에서 만들어내는 훌륭한 발전을 보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본교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건강한 직업 정신과 높은 기대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건강한 도전을 합시다. 멋진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카렌 이스트우드 교장

학교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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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앵글리아 교육 재단 
노드앵글리아 교육 재단에서는 1997년 9월에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를 개교하였습니다. 1972
년에 설립된 본 재단은 중국,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북미 전역에 걸쳐서 56곳의 고급 국제 학교들을 
설립하였습니다. 2017년 9월부터는 55,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8,000명이 넘는 교직원들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노드앵글리아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뭔가를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재단에서는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고, 더 나아가 편안한 곳에서만 머물지 
말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 나가고 싶다는 야망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망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불어넣어 줍니다. 언제나 낙관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전세계적으로 차이를 만들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망을 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야망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줄 수 있으며 놀라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망은 불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망은 무언가를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열정과 결정력과 
헌신을 선사합니다. 또한 창조성과 혁신을 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력과 용기와 신뢰를 이끌어 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교의 학습자 상(像)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IBO 2003).

바로 이것이 훌륭한 교사들이 개별화된 학습 전략을 통해 학생들을 보살피는 이유입니다. 본 재단은 모든 
학생들에게 힘과 열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수업과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학생들이 학교를 뛰어넘어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드앵글리아의 접근 방식입니다.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는 브라티슬라바 글로벌 캠퍼스를 통해 뛰어난 학문 성과와 최상의 개인 강화 
프로그램을 산출하고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본교는 2-18세 학생들이 수학하기에 적합한 학교로 45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다양한 모국어를 사용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로서 본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을 넓히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일지라도 모든 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은 영국국가 교육과정과 국제 표준 교육과정(IPC)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교 학생들은 다양한 나라와 학교에서 왔으며 그러한 이유로 다양한 교육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과정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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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은 국제중등교육자격시험(IGCSE)으로 알려진 영국 캠브리지 대학 과정을 
공부합니다. 국제중등교육자격시험 과정은 2년 과정으로 모든 과목에서 상당히 심층적인 학습이 
요구됩니다. 보통 16세에 해당하는 11학년 학생들은 5, 6월에 학교에서 케임브리지 시험을 치르며 작성된 
시험지는 케임브리지로 보내져 채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험 결과는 8월에 발표되며 최종 인증서는 10
월에 도착합니다. 필요 조건을 충족시킨 학생들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국제중등교육자격시험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12, 13학년 학생들은 2년 과정인 국제학력평가시험(IBDP)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성공리에 마치면 7월에 IB 디플로마를 받게 됩니다. 이 자격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열쇠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IB 디플로마는 대학과정선이수제(AP)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케임브리지대학교, 뉴욕대학교, 보스턴대학교,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를 
포함하여 전세계 수백 개의 대학들에서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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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드 학교
2015년 노드앵글리아 교육 재단과 줄리아드 학교는 5-18세 학생들을 위한 
공연 예술 교육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글로벌 협력을 선언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에는 줄리아드 졸업생들과 예술가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참여가 
따르는 파견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사연수, 여름학교, 
개인레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음악 교육과정은 2016년 9월부터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무용 교육과정은 2018년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줄리아드 학교와의 협력으로 음악, 무용, 드라마에 대한 학습의 즐거움을 
고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문화 의식과 국제적인 관점,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방식, 창조성, 복잡한 문제 해결방식, 사람관리, 
협상능력 등과 같은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발달시켜 줄 수 있습니다.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본교에서는 2018년 9월부터 5-18세 학생들을 위한 융합인재교육
(STEAM) 과목들의 영역에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의 흥미진진한 
협력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협력을 통해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와 
전세계에 있는 54개의 노드앵글리아 학교들에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시각예술, 수학 영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쳐 온 과목은 끊임없이 급변하는 세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학과목 간 통합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협력의 핵심은 MIT의 ‘Mens et Manus(마음과 손)‘의 철학, 즉 모든 지식(mind)이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hand)할 때만 비로소 그 지식이 참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학생들은 MIT의 강사 및 학생들로부터 직접 배우며, STEAM의 
융합인재교육을 담당하는 노드 앵글리아 교사들은 MIT 박물관이 주최하는 MIT 직원들의 연례 워크숍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연수 기회의 혜택을 얻습니다. 

유니세프
국제연합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모시켜 우리 행성과 그 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글로벌 목표) 17개를 발견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 학생들은 목표 의식을 높이고 목표가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며 그 목표들이 우리 사회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해결책들을 연구하고 디자인합니다.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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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하는 사람
우리는 탐구와 연구에 필요한 호기심과 개발 능력을 양성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방법을 압니다. 우리는 평생 열정적으로 배우고 학습에 대한 사랑을 지속시킵니다.

박식한 사람
우리는 다양한 학문 지식을 탐구하며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합니다. 우리는 지역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들과 사상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확실한 행동을 취하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 윤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
우리는 1개 국어 이상,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의견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의 관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효율적으로 협력합니다.

원칙에 입각한 사람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한 의식이 강한 사람들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스스로의 행동과 그 결과를 책임집니다.

열린 마음을 소유한 사람
우리는 자문화 및 개인 역사뿐만 아니라, 타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비판적으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추구하고 평가합니다. 또한 기꺼이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보살피는 사람
우리는 공감하고 동정하며 존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과 
주변 세상 속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우리는 사전에 충분히 숙고한 후, 결단력을 갖고 불확실한 상황에 접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전략을 탐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협력하여 일합니다. 우리는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면 지략적이고 
탄력적으로 행동합니다.

균형 잡힌 사람
우리는 나와 타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의 다양한 측면, 즉 지적 육체적 감정적인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타인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색적인 사람
우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생각과 경험에 대해서 고찰합니다. 우리는 학습과 자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합니다. 

* © IBO 2003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 학습자 상(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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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Key Stage 학급 9월 1일 입학 시 학
생 나이

8월 31일 졸업 시
학생 나이

학생
생년월일

Key Stage 3

7학년 11 12 2006.9.1-2007.8.31

8학년 12 13 2005.9.1-2006.8.31

9학년 13 14 2004.9.1-2005.8.31

Key Stage 4 
(IGCSE)

10학년 14 15 2003.9.1-2004.8.31

11학년 15 16 2002.9.1-2003.8.31
Key Stage 5 

(IB1) 12학년 16 17 2001.9.1-2002.8.31

Key Stage 5 
(IB2) 13학년 17 18 2000.9.1-2001.8.31

학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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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도는 9월 초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납니다. 학기는 3학기제이며 방학 날짜는 3학기의 길이가 
비슷하도록 정해집니다. 학기 일정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img.nordangliaeducation.com/resources/europe/permacache/a25/e04/9c1/
fe194d6228c7c8c2ae081f330f364810.pdf

가족 휴가를 계획하실 때에는 학교 학사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결석은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줍니다. 시간표로 정해져 있는 휴일의 직전 및 직후는 계획된 교육과정의 일부로 출석이 중요합니다. 
만일 결석을 요청하셔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 때에는 중고등학교 교장의 허가를 구하셔야 합니다.

1학기
8월 31일 금요일 신입생 환영식
9월 3일 월요일 학기 시작 (오전 8시 5분)
10월 29일 월요일-11월 5일 월요일 (6일) 중간 방학
12월 19일 수요일 학기 종료

2학기
1월 7일 월요일 학기 시작 (오전 8시 5분)
2월 25일 월요일-3월 4일 월요일 (6일) 중간 방학
4월 12일 금요일 학기 종료 (점심 시간)

3학기
4월 23일 월요일 학기 시작 (오전 8시 5분)
5월 1일 수요일 공휴일
5월 8일 수요일 공휴일
5월 30일 목요일-6월 3일 월요일 (3일) 중간 방학
6월 28일 금요일 학기 종료

학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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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년은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 학급의 시간표 복사본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표는 2주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학생들이 어느 주의 시간표가 운영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해당 
주에 필요한 책들과 자료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A주와 B주가 번갈아 운영되며 첫 주는 A 시간표로 
시작됩니다.

오전 8시 5분 담임 교사의 지도 하에 등록이 이루어지며 곧이어 오전 8시 20분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업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8시 5분부터 오후 3시 45분까지 이루어지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2시 
45분까지 이루어집니다. 수업 시간은 55분이며 2시간이 묶인 블록타임 수업도 일부 있습니다. 오전 휴식 
시간은 오전 10시 15분에 가지며 30분입니다. 중고등학교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45분에 시작되며 오후 1
시 45분까지 지속됩니다.

월-수 목-금 시간 비고

도착 07:45-08:05 07:45-08:05 -- 오전 8시 5분까지 교
사 도착 (종)

담임 조회‧
출석확인 08:05-08:15 08:05-08:15 10분 오전 8시 6분부터 ‘늦

은’ 출석확인 (종)
교실 이동 08:15-08:20 08:15-08:20 5분 교실 이동

1교시 08:20-09:15 08:20-09:15 55분 오전 9시 15분 종
2교시 09:15-10:15 09:15-10:15 60분 오전 10시 15분 종

쉬는 시간 10:15-10:45 10:15-10:45 30분 오전 10시 45분 쉬는 
시간 종료 (종)

3교시 10:45-11:45 10:45-11:45 60분 오전 11시 45분 종
4교시 11:45-12:45 11:45-12:45 60분 오후 12시 45분 종

점심 12:45-13:45 12:45-13:45 60분 오후 1시 45분 점심 
시간 종료 (종)

5교시 13:45-14:45 13:45-14:45 60분 오후 2시 45분 종
6교시 14:45-15:45 60분 오후 3시 45분 종

중고등학교 수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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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도착 즉시, 오전 8시 5분까지 출석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오전 8시 6분부터 8시 15분 사이에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은 담임 교사가 ‘지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출석 확인이 끝난 후(오전 8시 15분)에 학교에 도착한 학생은 교실로 가기 전에 정문 사무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서면으로 된 조퇴 허가서가 없으면 학교 일과가 끝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특별 허가서가 없으면 학교 일과가 끝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허가서를 요청하시려면 
이메일이나 서면 제목에 학생 이름과 학년을 적어서 정문 사무실(office@bisb.sk)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이 담임 교사, Key Stage 부장이나 학년 부장에게 전달됩니다. 저희는 전화 통화보다는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을 선호합니다. 학생들은 조퇴하는 날에 출석 상황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학교를 떠나기 
전에 정문 사무실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조퇴하는 학생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당 일의 반나절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본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제시간에 학교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결석을 하거나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행동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행위는 다음 학습 단계로 넘어갈 때나 본교를 졸업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석 10%는 IGCSE 한 학년 내내 학생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각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 해당 사항은 Key Stage 부장이나 
학년 부장이 이 사안을 처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학생의 
학습에 방해요인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중고등학교 교장과의 면담이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기 중에 있어야 할 적절한 장소는 학교 안에 있습니다. 만일 학생이 학교 안에 없으면 저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결석 첫째 날 아침에 전화를 주시어 
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자 마자 결석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서면 기록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부모님들께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 학교를 
결석해야 할 가족 휴가나 기타 활동을 계획하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불가피한 결석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전에 학교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수학 여행을 포함하여 학교를 결석하여 빠진 학업을 따라잡는 것은 학생들의 몫입니다. 결석한 사이에 
중요한 평가 과제를 놓치면 과제의 특성 상 (예를 들어 실습 평가) 그것을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IGCSE와 IB 디플로마의 교외 시험을 위해 요구되는 수업 활동은 쉽게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학생들에게 해당 프로그램 말에 CIE나 IBO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일 이상이 지속될 것으로 
승인 받은 결석일이 연장되거나 지속될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Key Stage 대표나 학년 책임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Key Stage 부장이나 학년 부장은 해당 학생이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만회”해야 할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연락해서 가정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해당 과제가 모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슬로바키아 당국에 의무 취학 연령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들의 결석에 대해 적절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수업 시간을 충족시킨 학생들에게만 수여되는 IB 디플로마를 
위하여 IB 조직에도 통보해야 합니다. 아무 설명이 없었거나 과도한 결석은 BISB 행동 수칙을 통해 학교에 
의해 추적 관찰됩니다.

시간 엄수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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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 학년에 다음과 같이 발행됩니다:

10월 짧은 성적표 (11+13학년 - 5주)
학교 적응 보고서 (7, 10, 12학년+신입생 - 6주)

11월 짧은 성적표 (10+12학년 - 11주)
12월 긴 성적표 (11+13학년 - 13주)

짧은 성적표 (7, 8+9학년 - 15주)
1월 모의시험 성적표 (11+13학년 - 19주)
3월 짧은 성적표 (11+13학년 – 24주)

긴 성적표 (7, 8+9학년 – 26주)
4월 짧은 성적표 (10+12학년 – 28주)
6월 긴 성적표 (10+12학년 – 37주)

짧은 성적표 (7, 8+9학년 – 38주)

긴 성적표에는 성적 정보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및 ‘다음 단계’ 학습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은 성적표에는 교사의 의견 없이 학업 성취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교는 공식 상담이 학부모, 교사, 학생이 모두 함께하는 상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교사-학부모 상담은 
교과목 담당 교사들과 개별 학생들의 발달 사항을 논의할 목적으로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상담은 약속을 잡으셔야 하며 Firefly 학부모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2018-19 학년도 학부모 상담은 다음과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13학년 (6주) 
7, 10+12학년 (8주)

11월 8+9학년 (11주)
1월 7, 8+9학년 (19주)
2월 11+13학년 (20주)
3월 10+12학년 (24주)
5월 7, 8, 9, 10+12학년 (31주)

긴급한 사안일 경우, 예정된 상담 외에도 언제라도 교과목 담당 교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교사들과는 office@bisb.sk이나 학교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안내서 뒤편에 있는 
교직원 연락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긴급할 경우, 예정된 상담을 기다리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교사와 만나실 수 있는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적표와 상담



2018/2019학년도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안내서

14

중고등학교 과제는 해당 과목의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고려하여 조직됩니다. 예를 들어, 
잦은 짧은 과제는 수학 기술을 강화하는데 적합합니다. 반면 2주가 걸리는 긴 프로젝트 형태의 과제는 지리와 
같은 과목에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하여 과제 일정표는 총 2주를 예상하고 정해집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미루고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하려고 씨름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ey Stage 3 (7-9학년) 교사들은 
학생들이 책임감 있게 과제를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적 관찰을 하는 동시에 격려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생 수첩에 과제일과 마감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정기적으로 수첩을 
확인하시고 주 단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만일 과제를 빠뜨리면 교사들은 학생 수첩에 그 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학생이 반복적으로 과제를 하지 않을 경우, 행동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력과 가능성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학습의 어려움으로 발달 저하를 보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 학생은 학습의 
어려움을 적절히 진단 평가 받고 학교, 시험 위원회, 대학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가 과정은 학습 어려움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습니다.

본교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이 이전에 받았던 학습 지원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자녀들이 예기치 못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담임교사와 과목 담당 교사로 하여금 
주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 면밀히 관찰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평가의 일부로 본교에서는 학습 어려움의 징후를 관찰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개별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결과적으로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알려 드리며 추가 진단을 권해 드립니다.

학습의 어려움 외에도 학생들은 장기 결석으로 인하여 이전 학교에서 뒤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알려 주시면 빠진 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아직 저희와 
논의하지 않으셨던 사항이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학습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지원   Pauline Mably  Pauline.Mably@bisb.sk
추가 언어로서의 영어  Sarah Keys   Sarah.Keys@bisb.sk

학교 상담사
본교에는 Silvia Majercakova 상담사가 있습니다. 해당 상담사는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학교 심리학자로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분입니다. 
교우관계, 자존감, 가족의 사망, 이혼 등과 같은 문제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Majercakova 상담사는 
특별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습 지원팀과도 밀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상담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하여 어떠한 걱정거리가 있으신 
학부모님들과 교사들도 상담사에게 연락하실 있습니다. Majercakova 상담사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해당 아이를 지원하는데 학부모님을 파트너로 간주할 경우, 학부모님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과제

학업 지원 – 학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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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학년) 모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학용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필기 도구(펜, 연필, 색연필 등)
• 제도 도구(자, 지우개, 연필깎이, 컴퍼스 등)

10-13학년 학생들은 그래핑 계산기도 필요합니다. 추천 제품과 모델에 대해서는 수학 교사들이 관련 사항을 
안내해드릴 겁니다.

본교에서는 IB 디플로마 과정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업에 필요한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다닐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안내는 본 안내서 “개인 기기”(아래) 부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Office365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 주소를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 학교에 등록해 있는 동안 최대 다섯 대의 장치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Office365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대한 추가 정보는 
Firefly Resource  IT Help  Staff and Students  IT Manuals  Office365에 있는 IT Help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가지고 오는 모든 개인용품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돈이나 비싼 용품은 학교로 가지고 
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은 안전 개인 물품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 기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범주에 속한 장치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 / 태블릿 / 
휴대폰 / 스마트폰 / 음악 재생기 / 전자책리더기
• 교사는 경우에 따라 휴대폰, 스마트폰, 음악 재생기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요약본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BISB에서는 학생들이 개인 장치를 교내에서 사용하는 동안 연결할 수 있는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개인 컴퓨팅 장치를 BISB 하드 와이어 네트워크에 접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 푹신한 가방이나 보호용 커버 사용을 권장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장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장치를 아침에 완전히 충전해서 가져올 것을 권장합니다.
• 개인 컴퓨팅 장치에 대한 책임은 항상 학생 혹은 그 가족에게 있습니다. BISB에는 장치를 분실 혹은 

도난 당할 시 해당 장치를 찾을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손상, 분실, 도난 당한 개인 컴퓨팅 장치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해당 장치에 대한 손상, 분실을 보장하는 보험에 
들기를 제안합니다. BISB 보험은 해당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가 있을 시, 개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매일 전자 
장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수업 시간(IB Diploma만), 쉬는 시간, 방과후, 도서관에서 개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ID 카드 잔고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쇄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BISB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종이를 아껴 쓰기를 권장합니다.
• 학생들은 복도를 돌아다닐 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학생들은 교내에서 항상 장비 사용 규정(Acceptable Use of Technology agreement)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학생 수첩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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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B에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견학과 체험 학습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과 영역에서의 학습에 최소한의 지장을 주는 범위 내에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견학과 체험 학습은 학생들이 참석하기에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평가됩니다.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브라티슬라바 지역 내에서의 견학과 당일 여행은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소식지나 
가정 통신문을 통해서 공지됩니다. 기본 수업 시간을 벗어나야 먼 곳으로 가야 하는 여행은 부모님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허가가 없으면 여행할 수 없습니다. 1박을 해야 하는 수학 여행이나 수업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교육과정과 연결되지 않은 방문이나 여행일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께서 관련 
비용을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 여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기 중에 공지됩니다.

본교에서는 항상 전 학생 참여를 기반으로 여행과 체험 학습을 계획합니다. 자녀의 불참을 원하시는 
부모님께서는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교 안에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해당 학생은 여행 당일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여행 주간은 보통 6월 두 번째에 조직됩니다. 여행 주간은 학생들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탐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8년 6월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플로렌스 – 예술과 역사 (7-9학년)
밀라노 – 액션과 스포츠 (7-9학년)
스위스 레 마르띠네 – 노드앵글리아 탐험대 (트레킹) (8학년 이상)
슬로바키아 – 지리와 수학 수업활동 (10학년)
런던과 암스테르담 – 대학 탐방 (12학년)

장소 랩톱,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스마트폰
음악 재생기 전자책리더기

교실 교사의 지시가 있을 시
복도 X X X X
수업 시간 O O O O
쉬는 시간 O O O O
점심 시간 O O O O
식당 X X X X
도서관 사서의 지시가 있을 시

활동 교육 활동 시 교육 활동 시, 음악 
재생 혹은 전자책

교육 활동 혹은 학생 
개인 시간에 헤드폰 

사용
교육 활동 혹은 학생 

개인 시간

견학, 체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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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력평가시험(IB)을 마친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교를 지원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를 선택하는 
일은 벅찬 일일 수 있습니다. IB 디플로마는 본교 학생들과 그들의 고등 교육에 훌륭한 준비 과정으로 6
과목을 더 높은 수준과 표준 수준으로 공부하면서 앞으로의 더 많은 학문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대학교들은 
IB에서 제공하는 엄격함과 다양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학문을 시작하고 완성하기 위한 
폭넓은 선택과 장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곳 BISB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그들을 
최선의 방향으로 안내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대학교 직업 지도 상담 전문가인 Kerri De Comarmond는 학생들이 미래의 선택과 관련하여 가질 
수 있는 질문들과 의문점들, IB 디플로마 고등 및 표준 수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결코 이르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미래에 열어 
주시고자 하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찍이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학년 초부터 학생들은 교과목에 관해서 자신의 강점과 선호도, 학습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대학 선택, 
자격 요건, 국가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상담가와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신청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업으로서 2주일간 수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신청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이 
자신의 미래 전공과 대학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교 직업 지도 상담 전문가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후 3시 45분부터 4시 45분까지, 목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2시 45분부터 3시 45분까지 
점심 시간과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광범위한 특별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매 학기 첫 
주에 공지됩니다. 주말을 포함하여 해당 시간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클럽 활동들도 많습니다.

특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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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에서는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힘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높은 수준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기대치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과 자긍심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강화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자제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벌을 믿지 않고 일관성 있고 
긍정적인 행동을 지지하는 방식을 믿습니다. 본교에서는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으로 존중 받고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동 수칙은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 
학부모님들과 손님들이 존경 받고 그 가치를 인정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행동 기대치의 윤곽을 보여주는 틀입니다. 저희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의 모든 어른들이 그 
기대치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해할 때, 학습과 행동에 대한 저희의 목표가 최상의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정한 처리 방법을 발달시키기 위해 다 함께 일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다문화의 국제적인 공동체에서는 가치와 기대치가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십시오. 
• 자존감과 자제력을 발달시키십시오.
• 스스로 이룬 것들에 긍지를 가지십시오.
• 사람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십시오.

학생: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십시오. 과제를 
제때 제출하고 자제력과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 주십시오.
직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십시오. 수업을 신속히,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십시오. 긍지를 갖고 복장 규정을 
충실히 지키십시오. 자기관리의 본보기를 보여 주십시오. 학생들이 자존감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지지해 주십시오.
학부모: 자녀들에게 자기관리와 자제력의 본보기를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십시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를 존중하십시오. 
• 종교, 성적 취향, 성별, 나이, 능력, 민족성, 출생지 등 차별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하십시오.
• 타인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며 친절을 베푸십시오.
• 타인의 학습과 행복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십시오. 

학생: 타인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안전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행동하십시오. 어른들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게 하십시오.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손님들에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부적절한 공공장소 애정표현은 삼가십시오.
직원: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본보기를 보여 주십시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환경을 제공하십시오.
학부모: 학교의 모든 사람에게 존중과 관용의 본보기를 보여 주십시오. 학교의 정신을 지지하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존중하십시오.
• 학교 시설을 준수하고 깔끔하게 유지하십시오.
•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유지하십시오.

학생: 작업 환경을 존중하고 학교 설비를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지정된 장소에서만 먹고 학교에서는 껌을 
씹으면 안 됩니다.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십시오.
직원: 작업 환경을 존중하고 학교 설비를 조심해서 다루는 본보기를 보여 주십시오.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쓰레기를 줄이십시오. 학생들이 주변환경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학부모: 학생들이 주변환경에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행동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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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사다리

• 

.  

LEVEL 3 

LEVEL 2 

Behaviour Ladder 

Praise  –  House Point  –  Celebrate  –  Record 

LEVEL 1 

칭찬 – 하우스 포인트 – 축하 – 기록

3단계

2단계

1단계

•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설명

• 또래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지도력 보여주기

• 보고서에 훌륭한 행동과 노력 
점수

• 일관된 1단계 행동
• 공동체 사람들 배려하기
•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 주변 세상과 자기 학습에 

대해 숙고하기
•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인정하는 

열린 마음 갖기
• 특정 주제와 생각에 대해 

알아가기
• 학습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 

탐구자 되기
• 자신에게 주어진 요구사항에 

균형 잡힌 접근법 보이기
•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사색가 되기
• 논리 정연하게 생각을 

표현하는 전달자 되기
• 타인에게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성과 존경심을 표현하기
• 교내 특별 활동과 교외 

활동에 참여하기

• 훌륭한 학업 결과 
• 지속적인 양질의 과제 제출
• 노력 향상 혹은 성취

• 어셈블리에서 특별한 언급, 
증명서, 바우처

• 축하의 오후 혹은 특별 
활동에 초대

• 학교장, 교감이 수여하는 
특별 증명서

• 학교장, 교감과의 만남

• 다른 직원으로부터의 구두 및 
서면 칭찬

• 포인트, 우수 스티커, 하우스 
포인트, 증명서와 같은 상 
사용

• 특별한 책임감 부여
• 교실 혹은 학교 게시판에 

게시된 성공 사례
• 다른 학생들, 교사들, HOD, 

Key Stage 대표, 부장 
교사에게 한 일 보여주기

• 구두, 이메일, 엽서로 
학부모님들에게 알리기

• 학교 소식지 내 알림글
• 어셈블리에서 특별히 

언급하기

• 직원의 구두 및 서면 칭찬
• 포인트, 우수 스티커, 하우스 

포인트와 같은 상 사용
• 교실 혹은 학교 게시판에 

게시된 성공 사례
• 구두, 이메일로 

학부모님들에게 알리기
•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한 

일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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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Unprepared for school,  
e.g. uniform, equipment, homework 

•  

•  

LEVEL 1 

LEVEL 2 

• 	 

LEVEL 3 

LEVEL 4 

Remind  –  Warn  –  Sancon  –  Record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방해, 부적절한 언급
• 다른 사람들을 화내게 만드는 

행동
• 명령 무시 혹은 과제에 무관심
• 새치기 혹은 건물 안에서 뛰기
• 불허된 모바일 기기 사용
• 학교 갈 준비 안됨, 예를 들어 

교복, 학용품, 숙제
• 지각
• 껌 씹기

• 1단계 행동 지속
• 교수 및 학습을 못하게 함
• 욕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
• 무례함, 불친절, 경멸
• 거짓말, 부정행위
• 허락 없이 수업 빠지기

• 2단계 행동 지속
• 악담
• 공공기물 파손, 재물 손상
• 학교 재산에 대한 무례함
• 협박 혹은 공격적인 행동
• 허락 받지 않고 운동장을 떠나는 

행동
• 부정 행위
• 무단결석

• 3단계 행동 지속
• 종교, 민족성, 성별, 성적 취향, 

능력, 기타 다른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

• 사이버 폭력 포함 왕따
•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하려고 
의도하는 행위

• 학교나 학교 여행에 불법 물질 소지

• 반성하기, 대화 배우기
• 자리 변경
• 교사가 행동 모니터링
• 진심을 다하는 사과
• 벌점
• 자유 시간에 끝내지 못한 

숙제하기
• 모바일 기기 압수

• 학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알리기
• 행동 지지 기간 참석
• 골든 타임, 활동, 휴식 시간과 

같은 특혜 철회
• 담임 교사, 각 학과장, 학년 부장과 

대화
• 반성의 의미로 하는 과제나 활동
• ISAM에 행동 기록
• 학생 성적표에 목표 행동 기록

• 학부모 학교로 호출
• 행동 지지 기간 참석
• 행동 계획, 학부모와 이야기하기
• 여행 혹은 캠프와 같은 특혜 철회
• 선호하는 활동에서 배제
• 학교를 대표하는 권리에서 배제
• 성적표에 기록

• 부장 교사와의 만남
• 행동 계약으로 의무 지우기
• 학부모와의 만남
• 수업에서 내부 혹은 외부 배제
• 성적표에 기록하기

상기 – 경고 – 제재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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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결석
학생이 결석을 해야 하는 경우, 결석 첫 째날 오전 8시 5분까지 학교로 전화를 주시거나 이메일(office@
bisb.sk, infants@bisb.sk)을 보내시어 그 이유를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결석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승인 받을 수 있는 결석/승인 받을 수 없는 결석
저희는 교육기관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출석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의 입장에서 출석률 9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출석이 불가능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 처한 학생들과 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의 일원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학교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방학으로 
일년에 15-16주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 받을 수 있는 결석(자동)
다음의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알려 주실 수 있습니다.

1. 병결
2. 가족의 사망

요청에 의해 승인 받을 수 있는 결석
이런 경우, 학부모님들은 교장 선생님 앞으로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내어 서면으로 결석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결석 사실만 통보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서는 결석을 ‘승인하게 된’ 과정을 
문서화시켜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수준 높은 음악 콩쿨이나 스포츠 훈련에 참석할 경우
 학생이 국가를 대표하거나 수준 높은 음악, 스포츠의 재능이 있어서 지역 밖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학업이 악화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거나 관련 
학생에게 특별한 기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허가가 필요한 경우라면 학기 초에 교장 
선생님과 만나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 목적의 휴가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새 학교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IB 학생이 대학교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일년에 최대 5일
3. 가족 휴가
 중고등학교 대표/교장의 재량으로 일년에 최대 3일

승인 받을 수 없는 결석
학부모님들이 기타의 사유로 자녀들을 학교에서 데려 가실 경우 관련 사실을 학교에 알려 주셔야 하며 그런 
경우, 승인 받을 수 없는 결석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결석한 수업에 대한 자료나 
지식을 제공할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1. 휴가
2. 스포츠, 승마, 음악 클럽 참여(국가 수준이 아닐 경우-상기 참조.)
 학부모님이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결석은 승인 받지 못한 결석으로 기록됩니다.

학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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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통지나 조퇴 조건
병원진료 등을 목적으로 자녀를 학교 밖으로 데려 가셔야 하면 늦어도 예약 당일 오전 8시 5분까지 반드시 
전화나 이메일(office@bisb.sk)을 통해 교무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직원이 담임 교사에게 
이를 알리고 아이가 지정된 시간에 픽업을 위해 기다리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찍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점심/간식 
학교에서는 따뜻한 점심 식사와 차가운 아침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급식 공급업체는 
Foodoo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배지(ID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에서는 매일 점심 값만 
공제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카드를 잊어 버리거나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교내에 보관하기를 권합니다. 만일 
학생이 ID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들의 점심 서비스에 방해되지 않도록 오후 1시 30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래 “복사 카드” 참조.)

메뉴 선택 및 점심 취소 방법 
• 점심을 등록하시면 바로 www.eskoly.sk 로그인 세부사항을 받게 됩니다.
• 로그인 하셔서 스스로 필요한 내용(메뉴 선택/점심 취소)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이 제공되는 당일 늦어도 오전 8시까지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월요일 점심은 전 주나 늦어도 월요일 아침 8시 45분까지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에 언급된 마감 시간 전까지 점심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점심 값이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 요금: 등록이 완료된 후에야 ID 카드를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D 카드는 
점심시간에 사용됩니다. 만일 학생이 ID 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에 5유로가 부과됩니다.

학생들은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추가 간식과 음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판매 중인 
상품들을 통제하며 허용된 상품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되며 오후 12시 45분부터 4시 30분에 다시 문을 엽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현금으로만 지불이 
가능합니다. (식사 카드는 이곳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oodoo 업체 연락처
Foodoo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Bratislava
Pekníkova 6, 841 02 Bratislava 

운영자: KjServices
IČO: 48 164 941
Peknékova 6, 841 02 Bratislava
모바일: +421 948 858 410
이메일: vierka@foodoo.sk
홈페이지: www.foodoo.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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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버스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의 공식 통학버스업체는 브라티슬라바 JUMAP s.r.o.입니다.
(직통 전화: 0605 352 776, 이메일: juropatek@gmail.com, 담당자: Mr. Juraj Patek) 통학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필요한 준비를 위하여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는 버스 
회사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직접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결석을 한 경우나 조퇴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한 날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 늦어도 
오후 12시까지는 버스 회사와 (돌린스케호나 페크니코바) 학교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통학버스 출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과후 활동이나 클럽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4시 10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3시 10분까지 승차를 위해 모여야 합니다.
2. 방과후 활동이나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오후 4시 10분까지 승차를 위해 

모여야 합니다. 통학버스는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 앉은 다음, 승차 확인이 완료되면 약 15분 후에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클럽이 끝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통학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클럽 참가를 이유로 한번 늦은 버스를 신청한 학생은 앞차 이용이 불가능함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예정된 클럽에 참석하지 못하게 할 경우, 학생들의 픽업은 
학부모님들의 몫입니다.

개인물품 보관함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개인물품을 보관할 용도의 개인물품 보관함을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물품 
보관함은 지정된 휴대품 보관소 구역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사용할 작은 자물쇠를 
제공해야 하며 열쇠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복사 카드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복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학교 ID 카드가 발급됩니다. 해당 카드는 세부 계획 
관리자에 의해 발급되며 총 허용량은 학년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허용량을 다 소비한 학생의 경우, 중등학교 
도서관 앞에 위치한 동전 투입식 충전 기계에서 추가 크레딧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무료로 
발급되지만, 분실한 경우에는 5유로를 지불하고 경리 사무실에서 카드 구입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책
모든 학생들은 (최대) 2주 동안 2권의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2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11, 13학년 학생들은 모두 5/6월 기말고사가 끝난 후에 과목 담당 교사들에게서 빌린 모든 책들과 도서관 
책들을 반납해야 합니다. 대출한 책들은 양호한 상태로 반납되어야 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새 책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11, 13학년 학생들은 IB/IGCSE 시험이 끝나고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모든 
책들을 반납해야 합니다. 도서관에서는 여름 방학 동안 재고조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도서 대출은 
불가합니다.

책을 연체하지 않고 9월에 브라티슬라 영국 국제학교에서 계속해서 수학할 예정인 12학년(IB1) 학생들은 
예외입니다. 추가 에세이와 학업 준비를 이유로 여름방학 동안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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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를 분실한 학생들은 해당 도서의 총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학생 정보 업데이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교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사, 건강관리, 응급조치
자녀가 심한 감기를 앓거나 기침이 심하면 해당 증상이 다 나을 때까지 집에 있기를 권고합니다. 열이 있는 
아이는 집에서 쉬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면 증상이 보이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집에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학생들에게 병을 옮기거나 심신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하며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함입니다. 만일 자녀가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자격조건을 갖춘 보건교사 2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므로 응급조치가 가능합니다.

페크니코바에서는Mirka Matunakova (Miroslava.Matunakova@bisb.sk), 돌린스케호에서는 Zofia 
Grichova (Zofia.Grichova@bisb.sk) 선생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필요에 따라 학생의 의료 기록을 
업데이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학 시, 알려 주셨던 의료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학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의 약 복용
학생들의 복약 지도를 위하여 보건교사는 복용량을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의사로부터 전달 받아야 합니다. 
보건교사는 항생제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이가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항생제 복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에 있게 해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거나 응급 시에만 줄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에게 투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은 투약 허가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작성된 양식과 본 용기에 담긴 약물을 보건교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약을 가져가는 경우,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가 시작할 때 가져가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학습 보조교사는 약물을 투약할 수 없으며 관련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학교에 비타민이나 동종 요법 
치료제를 보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약을 나눠 먹으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이 발생하거나 머리를 부딪힌 경우, 부모님께 연락 드리며 학교 직원이 조언과 도움을 드립니다. 
구급차는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일 경우에만 부르게 됩니다.

가끔 머릿니가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의 머리에서 머릿니를 발견하시면 머리를 빗어 주시고 약용 
샴푸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책으로 긴 머리를 묶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본교에서 
통제 수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서 진드기가 발견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이들이 숲 속이나 긴 풀이 난 곳에 있었다면 밤중에 아이들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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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자녀들을 위해 지역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준비해 주실 것을 학부모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비상시에 
병원에서는 환자를 받기 전에 환자의 의료보험카드와 정보를 요구합니다.

입학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을지라도 자녀의 의료보험카드 사본을 교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정보는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들의 개인 소유물에 대한 보험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실려 갈 경우, 해당 학생의 의료보험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환불 제도
노드앵글리아에서는 학부모님들에게 선택적 환불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연속해서 7일 이상 결석을 한 경우에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리부서나 
본교 홈페이지(http://www.nordangliaeducation.com/en/our-schools/bratislava/admissions/
our-fees)에 요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지품
학교에서는 개인 소지품의 분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하지 않은 비싼 물품이나 특히, 귀한 물건이나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물건 등을 학교로 가져오지 
말아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고가의 장비는 쉽게 손실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개인 소지품을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개인 사물함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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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중고등학교 소식지는 격주 금요일마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본 소식지에는 학생 활동과 행사 등에 
대한 소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부모님들에게 교내 행사에 대한 정보를 보냅니다. 소식지는 학교와 
학부모님 간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이므로 학부모님들께서 소식지를 읽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애플리케이션 
SchoolInfoApp에서 제작한 브라티슬라바 영국국제학교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우 장치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브라티슬라바 영국국제학교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제공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빠른 접속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 최신 소식, 정보, 공지사항을 알고 싶을 때
• 행사 및 활동 소식을 알고 싶을 때
• 교사, 직원, 행정직원 연락처를 알고 싶을 때
• 주요 문서, 사진 갤러리, 기타 미디어 자료가 필요할 때

소셜 미디어
지금 있는 곳과 상관 없이 브라티슬라바 영국국제학교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학교 관련 
최신 소식, 행사, 정보, 사진, 비디오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티슬라바 영국국제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 보십시오.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SB.Bratislava
 트위터: twitter.com/BISB_Bratislava 
   글로벌 캠퍼스: twitter.com/BISB_Global
   음악: twitter.com/BISB_Music
   여행: twitter.com/BISB_Trips
   스포츠: twitter.com/BISB_Sports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bisb_bratislava
 유튜브: www.youtube.com       Channel: BISB Bratislava

#BISB_Bratislava를 사용하여 사람들과의 대화에 참여해 보세요.

의사소통

본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2019년 9월까지 착용해야 하는 새로운 교복을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2018년에는 교복 판매점의 재고 사정에 따라 구 교복과 신 교복을 모두 입을 수 있습니다.

구 교복 (2019년 9월까지만 입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 평상복 
• 검은색 교복 치마나 검은색 긴 바지
• 깃이 달린 긴팔의 하얀색 풀 버튼 블라우스
• 교복 스웨터
• 검은색이나 하얀색 무지 양말 혹은 타이츠
• 낮은 굽의 검은색 가죽 신발

교복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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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9월 30일 (상기에 언급된 사항을 대신할 선택사항)
• 검은색 교복 치마나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바지 (반바지는 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가면 안됨.)
• 칼라가 있는 하얀색 반팔 풀 버튼 티셔츠
• 검은색이나 하얀색 무지 양말
• 낮은 굽의 검은색 가죽 신발

남학생 평상복
• 검은색 긴 바지
• 깃이 달린 긴팔의 하얀색 풀 버튼 셔츠
• 교복 스웨터
• 검은색이나 하얀색 무지 양말
• 낮은 굽의 검은색 가죽 신발

5월 1일-9월 30일 (상기에 언급된 사항을 대신할 선택사항)
• 검은색 긴 반바지 (반바지는 무릎 위 10cm 이상 올라가면 안됨.)
• 깃이 달린 반팔의 하얀색 풀 버튼 티셔츠
• 검은색이나 하얀색 무지 양말
• 검은색 가죽 신발 (검은색 윗부분/검은색 밑창 – 아디다스 등과 같은 어떠한 상표도 없는 것)

남학생, 여학생: 체육시간
• 가벼운 실내용 운동화나 무늬 없는 밑창의 체육관용 신발
• 학교 배지가 달린 하우스 색깔(빨강, 파랑, 초록, 노랑)의 짧은 소매 티셔츠 (하우스가 확정된 후 구입)
• 하얀색이나 남색의 무지 스포츠 양말
• 평범한 남색 스포츠 반바지/회색 운동복 바지
• (선택 사항) 학교 배지가 달린 회색이나 검은색 운동복 상의

(날씨에 좌우되지만) 통상적으로 10월초부터 겨울 교복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교복

2019년 9월부터 모든 학생들은 새 교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교복 
판매점에서 재고품을 줄이기 때문에 구 교복도 착용 가능합니다.

7-11학년 여학생 
• 어두운 네이비블루 바지(레깅스, 청바지 아님)
• 혹은 람지 블루 타탄 무늬의 교복 킬트
• 학교 로고가 자수로 박힌 옅은 파란색의 반팔 혹은 긴팔 교복 셔츠
• 학교 로고가 자수로 박히고 칼라와 커프스 가장자리가 옅은 파란색인 네이비블루의 교복 점퍼
• 혹은 학교 로고가 자수로 박히고 칼라와 커프스 가장자리가 옅은 파란색인 네이비블루의 교복 카디건
• 혹은 학교 로고가 자수로 박히고 칼라 가장자리가 옅은 파란색인 네이비블루의 브이넥 교복 조끼
• (하얀색이나 네이블루의) 평범한 양말이나 (네이비블루의) 평범한 타이츠 (무늬 없는 타이츠)
• 평범한 검은색 가죽 신발이나 샌들 (검은색 윗부분/검은색 밑창 – 아디다스 등과 같은 어떠한 상표도 

로고도 없는 것)
• 선택 놀이시간-운동화 (검은색이나 하얀색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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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학년 남학생
• 네이비블루 맞춤교복 바지나 반바지 (청바지나 ‘전투복 스타일’ 바지 안됨, 헐렁한 주머니가 달린 반바지 

안됨.)
• 학교 로고가 자수로 박힌 옅은 파란색의 반팔 혹은 긴팔 교복 칼라가 있는 셔츠
• 학교 로고가 자수로 박히고 칼라와 커프스 가장자리가 옅은 파란색인 네이비블루의 교복 점퍼
• 혹은 학교 로고가 자수로 박히고 칼라 가장자리가 옅은 파란색인 네이비블루의 브이넥 교복 조끼
• (하얀색이나 네이블루의) 평범한 양말
• 평범한 검은색 가죽 신발이나 샌들 (검은색 윗부분/검은색 밑창 – 아디다스 등과 같은 어떠한 상표도 

로고도 없는 것)
• 선택 놀이시간-운동화 (검은색이나 하얀색 선호)

남학생, 여학생: 체육시간
• 가벼운 실내용 운동화나 무늬 없는 밑창의 체육관용 신발
• 하얀색이나 남색의 평범한 스포츠 양말
• 학교 배지가 달린 하우스 색깔(빨강, 파랑, 초록, 노랑)의 짧은 소매 티셔츠 (하우스가 확정된 후 구입)
• 평범한 남색 스포츠 반바지/회색 운동복 바지 (선택 사항) 학교 배지가 달린 회색 운동복 상의

IB 복장 규정
IB 학생들은 학교의 롤 모델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깔끔하고 점잖은 태도와 그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학업에 맞는 복장으로 옷을 입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옷
• 학생들은 점잖은 색의 칼라가 달린 셔츠나 블라우스나 폴로 셔츠를 입어야 합니다.
• 맞춤 바지나 반바지 혹은 무릎 길이의 드레스나 치마를 입을 수 있습니다. 드레스와 치마는 무릎 위로 

5cm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 블레이저와 넥타이는 선택사항입니다.
• 색깔과 상관 없이 데님이나 데님처럼 보이는 천은 안 됩니다.
• 가죽이나 가축처럼 보이는 옷은 안 됩니다.
• 찢어진 옷차림도 안 됩니다.
• 레깅스도 안 됩니다.
• 스포츠 의류나 모자가 달린 옷도 안 됩니다.

신발 
• 학생들은 아무 색깔이나 깔끔해 보이는 비즈니스 스타일의 신발이나 앵클 스트랩이 달린 깔끔한 샌들을 

신을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상표가 안 보이는 검은색 밑창과 검은색 근이 달려있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을 수 있습니다.
• 발가락 샌들, 캔버스화, 어그부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머리, 화장, 액사사리  
• 학생들은 얌전한 색의 매니큐어를 포함하여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머리모양은 단정하여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자연 색상에 한하여 염색할 수 있습니다.
• 단추형 장신구, 달랑거리는 귀고리는 허용합니다.
• 코 피어싱과 귀 피어싱은 단추형으로 된 작은 것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눈썹, 입술, 볼 피어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신체 어느 부위라도 눈에 띄는 문신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설명을 원하시면 뒷면에 있는 추가 안내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복장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학생은 자기 옷을 입을 수 있는 특혜를 잃게 되며 IB 처장이 정한 기간 동안 교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럴 시 적절한 교복 아이템들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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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아이템이 허용되는 것인지 학교에 입고 올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명된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는 Williams 선생님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허용 불허 허용 불허

상의
• 단추를 다 채운 단정한 색상

의 셔츠
• 폴로 셔츠
• 블레이저 재킷
• 브이넥, 울 점퍼와 같은 깔

끔한 점퍼
• 조끼
• 넥타이 혹은 나비넥타이

하의
• 깔끔한 맞춤 바지
• 무릎 길이의 맞춤 반바지-무

릎 위 5cm 이상 안됨

신발
• 깔끔한 비즈니스 스타일의 

신발
• 전체가 검정색인 운동화-상

표가 보여서는 안되며 검은
색 밑창과 검은색 끈

• 앵클 스트랩이 달린 깔끔
한 샌달

장신구 및 액세서리
• 단추형 장신구나 달랑거리

는 귀고리
•  코 피어싱, 귀 피어싱은 단

추형으로 된 작은 것에 한하
여 허용

헤어 및 화장
•  얌전한 색상의 매니큐어 포

함 화장
•  머리카락은 자연 색상에 한

하여 염색 가능함

일반적인 규칙
• 색상 상관 없이 데님이나 데

님처럼 보이는 소재 안됨-바
지, 치마, 재킷, 신발 등 포함

• 스포츠 의류
• 가죽이나 가죽처럼 보이는 

의류 안됨
• 찢어진 옷 안됨

상의
• 티셔츠 일체
• 모자 달린 옷
• 럼버잭이나 하와이안 셔츠

처럼 화려한 무늬나 “패션” 
셔츠

• 베스트
• 큰 로고, 이미지, 텍스트 

하의
• 카고 팬츠
• 운동복/스포츠 바지
• 해변용 반바지
• 무릎 위 5cm 이사 반바지

신발
• 일부 색상, 상표가 선명한 

운동화
• 캔버스 신발
• 크록스
• 플립플롭, 해변용 샌달

장신구 및 액사서리
• 눈썹, 입술 피어싱
• 자연스럽지 않은 색상의 머

리카락, 급진적인 헤어스
타일

• 신체 부위와 상관 없이 눈에 
띄는 문신

• 특대형 스카프/담요 

상의
• 단추를 다 채운 단정한 색상

의 셔츠
• 폴로 셔츠
• 블라우스
• 블레이저 재킷
• 브이넥, 울 점퍼와 같은 깔

끔한 점퍼
• 조끼
• 넥타이 혹은 나비넥타이

하의
• 깔끔한 맞춤 바지
• 무릎 길이의 맞춤 반바지-무

릎 위 5cm 이상 안됨
• 치마- 무릎 위 5cm 이상 안

됨
• 깔끔한 드레스- 무릎 위 

5cm 이상 안됨

신발
• 깔끔한 비즈니스 스타일의 

신발
• 전체가 검정색인 운동화-상

표가 보여서는 안되며 검은
색 밑창과 검은색 끈

• 앵클 스트랩이 달린 깔끔
한 샌달

• 겨울용 깔끔한 가죽 부츠

장신구 및 액세서리
• 단추형 장신구나 달랑거리

는 귀고리
•  코 피어싱, 귀 피어싱은 단

추형으로 된 작은 것에 한하
여 허용

헤어 및 화장
•  얌전한 색상의 매니큐어 포

함 화장
•  머리카락은 자연 색상에 한

하여 염색 가능함

일반적인 규칙
• 색상 상관 없이 데님이나 데

님처럼 보이는 소재 안됨-바
지, 치마, 재킷, 신발 등 포함

• 스포츠 의류
• 가죽이나 가죽처럼 보이는 

의류 안됨
• 찢어진 옷 안됨

상의
• 티셔츠 일체
• 모자 달린 옷
• 럼버잭이나 하와이안 셔츠

처럼 화려한 무늬나 “패션” 
셔츠

• 어깨가 드러나거나 얇은 끈
이 달린 베스트 탑

• 배가 드러나는 상의
• 목둘레선이 낮은 상의
• 큰 로고, 이미지, 텍스트 

하의
•  레깅스/제깅스, 몸에 딱 달

라붙는 바지
•  타이츠를 입을지라도 무릎 

위 5cm 이상의 짧은 치마/
반바지

•  카고 팬츠
•  운동복/스포츠 바지
•  해변용 반바지
•  스타킹 스타일의 타이츠 

안됨

신발
• 일부 색상, 상표가 선명한 

운동화
• 캔버스 신발
• 크록스
•  발가락 샌들, 해변용 샌들
• 어그부츠

장신구 및 액사서리
•  눈썹, 입술 피어싱
•  자연스럽지 않은 색상의 머

리카락, 급진적인 헤어스
타일

•  신체 부위와 상관 없이 눈
에 띄는 문신

•  특대형 스카프/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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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판매처
교복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isbuniforms.sk. 교복 판매처는 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주소: atevná 12).

영업 시간:
7월: 폐점
8월 3일-11일: 이메일(info@bisbuniforms.sk)로 사전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8월 13일-8월 31일: (월-목) 오전 10시-오후 5시, (금) 오전 10시-오후 4시
9월 3일-30일: (월-목) 오전 8시-10시, 오후 2시-5시, (금) 오전 8시-10시, 오후 2시-4시
10월 1일-6월 30일: (월-목) 오후 2시-5시, (금) 오후 2시-4시

*교복 판매처는 슬로바키아 공휴일과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 방학에는 문을 닫습니다.
** 현금과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안전 대책
브라티슬라바 영국 국제학교의 보안 방식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문화로 편안하고 
친숙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조심하고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필요성이 
발생하여 학부모님들과 방문객들에게 카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방문하실 때 카드를 
착용하셔야 학생들이 건물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어른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배지
• 모든 학부모님들에게는 배지가 발급되며 그것을 사용하여 학교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배지 색깔 –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노란색입니다.
•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배지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 신입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배지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첫날에 앞서 발급됩니다.
• 배지를 잊고 가져오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방문 등록을 하시고 방문객 배지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 모든 입구는 본교 보조 직원이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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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연락처 정보
중고등학교
Pekníkova 6, 841 02 Bratislava
일반전화: 02 6930 7081, 팩스: 02 6930 7083, 휴대폰: 0905 773 632, 이메일: office@bisb.sk

경리부서
일반전화: 02 6930 7084, 팩스: 02 6930 7083, 이메일: bis-finance@bisb.sk

페크니코바 건물 밖 주차 및 교통 흐름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 페크니코바 거리에 아이들을 내려주실 학부모님들께 다음과 같은 (노란색 화살표) 
노선을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LIDL 뒤쪽 로터리 첫 번째 출구로 나가면 있는 스포츠 
운동장이 있는 Pod Zahradami 거리에 아이들을 내려 주실 수 있습니다(파란색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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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ACADEMIC STAFF
Senior Leadership Team

Karen Eastwood Principal Karen.Eastwood@bisb.sk
Mark Hatherell Head of Secondary Mark.Hatherell@bisb.sk
Kathryn Shkurka Deputy Head of Secondary Kathryn.Shkurka@bisb.sk
Gareth Evans Assistant Head Gareth.Evans@bisb.sk

Secondary Academic Leadership Team
Mark Hatherell Head of Secondary Mark.Hatherell@bisb.sk
Gareth Evans Assistant Head Gareth.Evans@bisb.sk
Justine Young Head of A1 Languages and English Teacher Justine.Young@bisb.sk
Sarah Keys Head of Whole School EAL Sarah.Keys@bisb.sk

Rachael Howarth Head of  Whole School Visual and Performing Arts 
and Music Teacher Rachael.Howarth@bisb.sk

Lee Darwell Head of Humanities and Geography Lee.Darwell@bisb.sk

Soňa Slobodová Whole School Head of World Languages, 
German Primary and Secondary Sona.Slobodova@bisb.sk

Pauline Mably Head of Whole School Learning Support Pauline.Mably@bisb.sk
Philippa Williams IB Coordinator and Geography Phillipa.Williams@bisb.sk

Robert Euell Head of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Secondary STEAM Coordinator) Robert.Euell@bisb.sk

Lauren Kenny Director of Sport, Juilliard Dance and Secondary 
Clubs Coordinator Lauren.Kenny@bisb.sk

Heidi Rowlands Head of Science Heidi.Rowlands@bisb.sk

Pastoral Leadership Team
Kathryn Shkurka Deputy Head of Secondary Kathryn.Shkurka@bisb.sk
Gareth Evans Assistant Head Gareth.Evans@bisb.sk
Alicia Earey Key Stage 3 Leader Alicia.Earey@bisb.sk
Elaine Thatcher Assistant Head of Year Elaine.Thatcher@bisb.sk
Lyn Stanley Key Stage 4 and 5 Leader Lyn.Stanley@bisb.sk

David Warmington Year Leader Key Stage 4 David.Wwarmington@
bisb.sk

Wyn Morgan Year Leader Key Stage 5 Wyn.Morgan@bisb.sk

Key Stage 3 Leaders
Alicia Earey Key Stage 3 Leader Alicia.Earey@bisb.sk
Elaine Thatcher Assistant Head of Year Elaine.Thatcher@bisb.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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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8
8CS Clare Statovci 2.20 Clare.Statovci@bisb.sk
8SK Sarah Keys 1.18 Sarah.Keys@bisb.sk
8KT Kevin Troy Ph Lab Kevin.Troy@bisb.sk
8GB Geoffrey Barraclough (Mat.Cover) Art2 Geoffrey.Barraclough@bisb.sk

Year 9
9MK Marek Križan 1.6 Marek.Krizan@bisb.sk
9KH Katarína Hromadová 2.23 Katarina.Hromadova@bisb.sk
9AP Anthony Prince 1.13 Anthony.Prince@bisb.sk
9LD Lee Darwell 1.19 Lee.Darwell@bisb.sk

Key Stage 5 Leaders – IB
Philippa Williams Head of IB Philippa.Williams@bisb.sk

Kerri De Comarmond University and Careers 
Guidance Counsellor Kerri.DeComarmond@bisb.sk

Lyn Stanley Key Stage 4 and 5 Leader Lyn.Stanley@bisb.sk
Wyn Morgan Year Leader Key Stage 5 Wyn.Morgan@bisb.sk
Mike Shkurka CAS Coordinator Michael.Shkurka@bisb.sk

Year 7
7LC Lucia Cebová 2.21 Lucia.Cebova@bisb.sk
7RE Robert England Sci Lab2 Robert.England@bisb.sk
7JB Jonathan Bowen 2.14 Jonathan.Bowen@bisb.sk

Year 10
10AL Alexander Linley Sci Lab3 Alexander.Linley@bisb.sk
10MO Martina Ondrejovičová 1.7 Martina.Ondrejovicova@bisb.sk
10JY Justine Young 1.2 Justine.Young@bisb.sk

Year 11
11LC Lindsay Conway 2.18 Lindsay.Conway@bisb.sk
11RE Robert Euell 2.24 Robert.Euell@bisb.sk
11JW Joanne Harvey-Wilcox 1.1 Joanne.Wilcox@bisb.sk

Key Stage 4 Leaders - IGCSE
Lyn Stanley Key Stage 4 and 5 Leader Lyn.Stanley@bisb.sk
David Warmington Year Leader Key Stage 4 David.Warmington@bisb.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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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Subject Faculties
A1 Languages Role Email

Justine Young Head of A1 Languages Justine.Young@bisb.sk
Joanne Harvey-Wilcox English and Drama Joanne.Wilcox@bisb.sk
Stephen Marson English and Drama Stephen.Marson@bisb.sk
Elaine Thatcher English and Asst.Head of Key Stage 3 Elaine.Thatcher@bisb.sk
Youngran Cho Secondary Korean Youngran.Cho@bisb.sk
Marek Križan Secondary Slovak Marek.Krizan@bisb.sk
Stanislava Taranová (part time) Primary and Secondary Slovak Stanislava.Taranova@bisb.sk
Jana Hoscheková (part time) Primary and Secondary Slovak Jana.Hoschekova@bisb.sk

EAL Role Email
Sarah Keys Head of Whole School EAL Sarah.Keys@bisb.sk

Pauline Mably EAL and Head of Whole School Learning 
Support Pauline.Mably@bisb.sk

Lucia Cebová EAL Lucia.Cebova@bisb.sk
Andrew Pheby EAL, Art  and ToK Andrew.Pheby@bisb.sk

Year 12
12MG Monica Gautama Bi Lab Monica.Gautama@bisb.sk
12MS Michael Shkurka 2.16 Michael.Shkurka@bisb.sk
12HB Hilary Ballantine 2.15 Hilary.Ballantine@bisb.sk

Year 13
13HR Heidi Rowlands Ch Lab Heidi.Rowlands@bisb.sk
13RW Robert Wilcox 1.10 Robert.Wilcox@bisb.sk
13SM Stephen Marson 1.5 Stephen.Marson@bisb.sk

Teaching Assistants
Janka Vránová TA and Laboratory Technician Janka.Vranova@bisb.sk
Zuzana Nováková Assistant Laboratory Technician  Zuzana.Novakova@bisb.sk
Soňa Oravcová Cover Teacher and Geography Sona.Oravcova@bisb.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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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and Performing Arts Role Email

Rachael Howarth Head of  Whole school Visual and 
Performing Arts Rachael.Howarth@bisb.sk

Eliška Hatinová Music Primary and Secondary Eliska.Hatinova@bisb.sk
Anna Mišunová Music Primary Part Time Anna.Misunova@bisb.sk
Andrew Pheby EAL , Visual Art (Key Stage 3) and ToK Andrew.Pheby@bisb.sk
Lauren Kenny Director of Sport and Juilliard Dance Lauren.Kenny@bisb.sk
Joanne Harvey-Wilcox English and Drama Joanne.Wilcox@bisb.sk
Geoffrey Barraclough (Mat. Cover) Visual Arts Geoffrey.Barraclough@bisb.sk

Humanities Role Email
Lee Darwell Head of Humanities and Geography Lee.Darwell@bisb.sk
Wyn Morgan Business and Economics Wyn.Morgan@bisb.sk
Robert Wilcox Business, Psychology and ToK Robert.Wilcox@bisb.sk

Kathryn Shkurka Deputy Head of Secondary, Biology, 
Psychology and ToK Kathryn.Shkurka@bisb.sk

Philippa Williams  IB Coordinator and Geography Phillipa.Williams@bisb.sk
Soňa Oravcová Cover Teacher and Geography Sona.Oravcova@bisb.sk
Clare Statovci Geography, Life Skills and Citizenship Clare.Statovci@bisb.sk
David Keys (part-time) History David.Keys@bisb.sk
Lindsay Conway History and Life Skills Lindsay.Conway@bisb.sk

World Languages Role Email

Soňa Slobodová
Whole School Head of World 
Languages, German Primary 
and Secondary

Sona.Slobodova@bisb.sk

Martina Ondrejovičová Secondary Spanish Martina.Ondrejovicova@bisb.sk
Katarína Hromadová Primary and Secondary German Katarina.Hromadova@bisb.sk
Katja Schifferer (part time) Primary and Secondary German Katja.Schifferer@bisb.sk
Andrea Sopúchová (part time) Primary and Secondary German Andrea.Sopuchova@bisb.sk
Gwenael Gobert Primary and Secondary French Gwenael.Gobert@bisb.sk

Paula Gubova Slovak for Foreigners (previously 
named Slovak Studies) Paula.Gubova@bisb.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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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 Computer 
Science Role Email

Robert Euell Head of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Secondary STEAM Coordinator) Robert.Euell@bisb.sk

David Warmington Mathematics and Year Head David.Warmington@bisb.sk
Hilary Ballantine Mathematics Hilary.Ballantine@bisb.sk
Michael Shkurka Mathematics and CAS Coordinator Michael.Shkurka@bisb.sk

Beáta Romhányi Computer Science, Maths 
and International Award Coordinator Beata.Romhanyi@bisb.sk

Rob England Physics, Mathematics Robert.England@bisb.sk

Experimental Sciences  & SEHS Role Email

Heidi Rowlands Head of Experimental Sciences and SEHS 
and Chemistry Heidi.Rowlands@bisb.sk

Kevin Troy Physics Kevin.Troy@bisb.sk
Robert England Physics, Mathematics Robert.England@bisb.sk
Jonathan Bowen Physics, 2nd in Science Jonathan.Bowen@bisb.sk
Alexander Linley Chemistry Alexander.Linley@bisb.sk
Monica Gautama Biology and Chemistry Monica.Gautama@bisb.sk
Lyn Stanley Biology and  Key Stage 4 and 5 Leader Lyn.Stanley@bisb.sk
Adriana Pállová (part time) Biology Adriana.Pallova@bisb.sk

Kathryn Shkurka Deputy Head of Secondary, Biology ,
Psychology and ToK Kathryn.Shkurka@bisb.sk

Karen Eastwood Biology and Principal Karen.Eastwood@bisb.sk
Gareth Evans Assistant Head and SEHS Gareth.Evans@bisb.sk 
Alicia Earey (part time) Key Stage 3 Leader, PE and SEHS Alicia.Earey@bisb.sk 
Mark Hatherell Biology and Head of Secondary Mark.Hatherell@bisb.sk

Physical Education Role Email

Lauren Kenny Director of Sport, Juilliard Dance and 
Secondary Clubs coordinator Lauren.Kenny@bisb.sk

Gareth Evans PE and Assistant Head Gareth.Evans@bisb.sk
Alicia Earey (Part time) PE and Key Stage 3 Leader Alicia.Earey@bisb.sk
Katarína Euell  PE Primary & Secondary Katarina.Euell@bisb.sk
Tomáš Pavlík (Part Time) PE Primary & Secondary Tomas.Pavlik@bisb.sk

Learning Support Role Email
Pauline Mably Head of Whole School Learning Support Pauline.Mably@bisb.sk

School Support Role Email
Silvia Majerčáková Albertová (PT) School Counsellor Silvia.Majercakova@bisb.sk
Learning Technology 
Integration Specialist Damian Eastwood Damian.Eastwood@bisb.sk

Anthony Prince Secondary Librarian Anthony.Prince@bisb.sk



37

사무직원

Domestic Staff
Cleaner: Marta Ružičová, Che Sahuwu Marie Therese, Ivana Ščepánková, Darina  Patrnčiaková, 
Iveta Némethová, Věra Krejčí
Caretaker: Tibor Valo, Karol Chadima, Ľubomír Vandák
Caretaker / Purchaser: Pavel Dvornicki, František Jánoš
Caretaker / Gardener: Ladislav Marček      

Senior Leadership Team
Business Manager Barbara  Kanclířová Barbara.Kanclirova@bisb.sk
Director  of Admissions and Marketing Milina Bireš Milina.Bires@bisb.sk
Data Manager and Deputy to BM Alexandra Viljoen Alexandra.Viljoen@bisb.sk
System  Administrator and Deputy to BM Alexander Kopčok Alexander.Kopcok@bisb.sk

Role Name E-mail
HR Manager Stanislav Fančovič Stanislav.Fancovic@bisb.sk
Finance Manager Jana Habová Jana.Habova@bisb.sk
Payroll Accountant Ľubica Zvardoňová Lubica.Zvardonova@bisb.sk
Operations Manager Gabriela Vranovská Gabriela.Vranovska@bisb.sk
Facility/AV Manager Stanislav Matej Stanislav.Matej@bisb.sk
Purchase/Logistic /Examinations 
(IGCSE) Manager Ivan Pivník Ivan.Pivnik@bisb.sk

Marketing Officer Monika Predajňová marketing@bisb.sk
Communication Officer Dana Pešková communications@bisb.sk
Admissions Officer Eva Matejová Eva.Matejova@bisb.sk
Chief Accountant/Controller Stanislava Trnovská Stanislava.Trnovska@bisb.sk
Finance  Accountant Miroslava Moráveková Miroslava.Moravekova@bisb.sk
Finance  Accountant Darina Nedová Darina.Nedova@bisb.sk
Principal's PA (Mat.Cover) Zuzana Leczo Zuzana.Leczo@bisb.sk
Secretary to HOP/HOS Libuša  Mikletičová Libusa.Mikleticova@bisb.sk
PA to DAM and BM Kristína Komárková Kristina.Komarkova@bisb.sk
IT Technician Viktor Gašparovski Viktor.Gasparovski@bisb.sk
IT Technician Milan Marčok Milan.Marcok@bisb.sk
Receptionist (Dolinskeho site - Nursery) Barbora Pružincová nursery@bisb.sk
Admin. Assistant 
(Early Years – Pekníkova 4) Silvia Budayová earlyyears@bisb.sk

Office Manager (Pekníkova 6) Marcela Hlubíková Marcela.Hlubikova@bisb.sk
Admin.  Assistant (Pekníkova 6) Zuzana Prochácková Zuzana.Prochackova@bisb.sk
Admin.  Assistant (Pekníkova 6) Zuzana Kopajová Zuzana.Kopajova@bisb.sk
Teacher Librarian Anthony Prince Anthony.Prince@bisb.sk
Primary Librarian Paula Gubová Paula.Gubova@bisb.sk
Reprographic Technician Martin Goffa Martin.Goffa@bisb.sk
School  Nurse Miroslava Matunáková nurse@bisb.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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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International School Bratislava Secondary School Calendar 2018-2019

Lunar New Year

M Tu W Th F Sa Su M Tu W Th F Sa Su SPT Conference (Y11,13) (Wk 20)

1 2 3 4 5 19 B 1 2 3 8-9  ENASA U18 B/G Basketball

6 7 8 9 10 11 12 22-24  New staff induction 20 A 4 5 6 7 8 9 10 IGCSE Options Evening (Year 9 - Wk 21)

13 14 15 16 17 18 19 24 OR 29  Classroom planning day 21 B 11 12 13 14 15 16 17 15  BISB Charity Ball
15-17 NAE Junior MUN hosted at LCIS YEAR 7-9

20 21 22 23 24 25 26 27-28 & 30  Whole staff induction 22 A 18 19 20 21 22 23 24 IBDP Options Evening (Year 11 - Wk 22)

27 28 29 30 31 31  New students welcome / Team building & BBQ 25 26 27 28 22  Last day before Half term holiday *

3  Term 1 starts (Week A) 5  School resumes after Half term holiday

M Tu W Th F Sa Su 10  Secondary Open Evening M Tu W Th F Sa Su 5-8  Book Week / 13 Pi Day

1 2 13-14  Challenge Days 1 2 3 SPT Conference (Y10,12) (Wk 24)

1 A 3 4 5 6 7 8 9 21  Back to School BBQ 23 B 4 5 6 7 8 9 10 Short Reports go home (Y11,13) (Wk 24)

2 B 10 11 12 13 14 15 16 22  ENASA U19 B/G Football 24 A 11 12 13 14 15 16 17 18-29 IB Art Exhibition / BISB Global Forum (Humanities Dept)

3 A 17 18 19 20 21 22 23 24 Sept - 5 Oct  CEM Testing 25 B 18 19 20 21 22 23 24 20 TEDxBISB

4 B 24 25 26 27 28 29 30 26  European Day of Languages 26 A 25 26 27 28 29 30 31 Long Reports go home (Y7,8,9) (Wk 26)

IA D of E Award (Y11 Silver Qualifying) (Wk 3 x 2) 29-31 NAE Regional Music Festival

IA D of E Award (Y10 Bronze Qualifying) (Wk 4 or 5)

3-8  Orchestra (Berlin)

M Tu W Th F Sa Su Short Reports go home (Y11,13) (Wk 5) M Tu W Th F Sa Su 5-6  ENASA U14 B/G BB/FB

5 A 1 2 3 4 5 6 7 4  Poetry Day 27 B 1 2 3 4 5 6 7 Short Reports go home (Y10 + 12) (Week 28)

6 B 8 9 10 11 12 13 14 SPT Conference (Y11,13) (Wk 6) 28 A 8 9 10 11 12 13 14 10  Y13 Last Day / Farewell parade & assembly

7 A 15 16 17 18 19 20 21 Settling-in Reports go home (Y7,10,12) (Wk 6) 15 16 17 18 19 20 21 12  Y11 Last Day / Last day of Term 2 *

8 B 22 23 24 25 26 27 28 SPT Conference (Y7,10,12) (Wk 8) 29 A 22 23 24 25 26 27 28 23  Term 3 starts (Week A)

29 30 31 26  International Day Celebration 30 B 29 30 29  IGCSE Exams begin (TBC)

26  Last day before Half term holiday * 1  Public holiday (BISB open for IGCSE exams)

M Tu W Th F Sa Su 6  School resumes after Half term holiday Junior MUN Debate League EU/ME (Y7-9 Madrid TBC)

1 2 3 4 M Tu W Th F Sa Su 3  IB Exams begin

9 A 5 6 7 8 9 10 11 16-18 COBIS Student Leaders 30 B 1 2 3 4 5 IA D of E Award (Y9 Bronze Practice) (Wk 30 or 31)

10 B 12 13 14 15 16 17 18 SPT Conference (Y8,9) (Wk 11) 31 A 6 7 8 9 10 11 12 8  Public holiday (BISB open for IGCSE + IB exams)

11 A 19 20 21 22 23 24 25 Short Reports go home (Y10,12) (Wk 11) 32 B 13 14 15 16 17 18 19 SPT Conference (Y7,8,9,10,12) (Wk 31)

12 B 26 27 28 29 30 30  ENASA U19 B/G Volleyball 33 A 20 21 22 23 24 25 26 16-24  End of Year Exams (Y10 + Y12)

34 B 27 28 29 30 31 24  IB Exams end (TBC)

1-2  Madagscar Rehearsal 25 Graduation & Graduation  Ball

M Tu W Th F Sa Su Long Reports go home (Y11,13) (Wk 13) 29  Last day before Half term holiday *

1 2 5  Christmas Concert

13 A 3 4 5 6 7 8 9 8  BISB Christmas Fair 4  School resumes after Half term holiday

14 B 10 11 12 13 14 15 16 12-13  Madagascar Performances M Tu W Th F Sa Su IA D of E Award (Y10 Silver Practice) (Wk 35 or 37)

15 A 17 18 19 20 21 22 23 14  Stushkova 1 2 5-7  ABRSM Practical Exams  /  8-10  Rock School Exams

24 25 26 27 28 29 30 Short Reports go home (Y7,8,9) (Wk 15) 35 A 3 4 5 6 7 8 9 10-14  Trips Week  & European STEAM Festival (Warsaw)

31 19  Last day of Term 1 * 36 B 10 11 12 13 14 15 16 11  IGCSE Exams end (TBC)

37 A 17 18 19 20 21 22 23 15  ABRSM Theory Exam

38 B 24 25 26 27 28 29 30 Long Reports go home (Y10 + 12) (Week 37)

M Tu W Th F Sa Su Short Reports go home (Y7,8 + 9) (Week 38)

1 2 3 4 5 6 7  Term 2 starts (Week A) 24  Sports Day (Afternoon)  /  Summer Concert (Evening)

16 A 7 8 9 10 11 12 13 9-18  Mock Exams (Y11,13) (Weeks 16+17) 27  Prize Giving  /   28  Last day of Term 3 *

17 B 14 15 16 17 18 19 20 16-23  Tanzania (Y9 + Y12)

18 A 21 22 23 24 25 26 27 SPT Conference (Y7,8,9) (Wk 19) STUDENT DAYS

19 B 28 29 30 31 Mock Reports go home (Y11 + 13) (Week 19) Term 1 = 72 days (3 September to 19 December)

Term 2 = 64 days  (7 January to 12 April)

NOTES: Term 3 = 44 days  (23 April to 28 June)

* School closes at normal end of day time at the end of each term and half term. TOTAL = 180 days

SPT Conference = Student Parent Teacher Conference Dates subject to change. This version published 2 July 2018.

School closed

August 2018 February 2019

September 2018 March 2019

April 2019

July 2019

October 2018

November 2018

December 2018

January 2019

May 2019

June 2019

학사 일정 – 주요 날짜





연락처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Bratislava
J. Valašťana Dolinského 1 (Pekníkova 6)
841 02 Bratislava, Slovakia

전화
T: +421 2 6930 7081
M: +421 918 710 719

이메일 
office@bisb.sk

학교 홈페이지
www.bis.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