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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8 February 2016
학부모님!
브리티시 스쿨(BISI)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자주하시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대해 답하고자 합니다.

교육 관련 사항(Educational Matters)

모든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자격을 갖추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학교의 모든 교사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학사
(Bachelor of Education Degree) 학위나 학과목 관련 학위, 그 외에 교직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증(Post Graduate Certificate
of Education)이나 이와 동등한 것이 해 당됩니다. 이들 학위자격 증명과 더불어,
우리학교 교사진의 많은 교사들은 석사학위(Mater’s Degree)를 소지하고 있으며,
박사 학위(PhDs)를 취득한 교사는 4명입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채용된 교사들은
브리티시 학교(BISI)에 근무하기 이전에 반드시 터키 이외의 국가에서 최소 2년
이상의 해당 학과목 학교 교육실무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TEFL)이나 성인 영어 교육 자격증
(Certificat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to Adults)은 교사 자격증으로 BISI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선생님들을 모집, 채용하는가?
BISI는 다양한 전문 인력채용 기관이나 국제 광고 등을 통해 최고의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직 런던(London)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박람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필요로 하는 자격과 적절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 학교가 찾고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들입니다. 이것은 인력채용 기관이 이들
지원 교사들이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기 전에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BISI의 교사로 채용되기 전에 우리는 이들 지원 교사들의 신원
보증과 범죄기록 유무 확인(police clearance)을 철저하게 확인합니다.

BISI는 어떤 승인(Accreditation)를 받았는가?
BISI는 지속적인 발전을 믿습니다. BISI는 터키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영국 국제학교 위원회(Council of British International Schools : COBIS), 국제학교
위원회(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 CIS), 대학 및 학교 뉴 잉글랜드 협회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 NEASC)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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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습니다. 이들 기관들로부터의 승인은 기증이나 보증이 아니며 또한 그 효력이
영구하지도 않습니다. BISI는 대입 입학 지원시 자격증을 부여하는 국제 대학 입학
자격시험 학교(International Baccalaureate : IB World School)이며, 케임브리지
국제 시험(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 CIE) 센터입니다. 학교는 지난
2010년 독립 학교 시찰단(Independent School Inspectorate : ISI)으로부터
시찰을 받았습니다. 이 시찰은 영국 정부에 의해 설치된 해외 브리티시
학교(British School Overseas : BSO)가 제시하는 기준에 BISI가 부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 시찰 통과로 BISI는 COBIS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2016 년 4월에 BISI는 BSO로부터 시찰받을 것입니다. 이 시찰은 학교 시찰 서비스
(School Inspection Service : SIS)가 실시하며, 이로 BISI는 3년 주기의 시찰에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찰을 계기로 우리는 국제적 기준뿐 만 아니라 영국 기준에
대응하여 우리학교 발전의 정도를 꼼꼼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BISI는 어떤 인가(Accreditation)를 받았는가?
ISI와 BSO, 이 두 기관에서 파견한 승인 평가단의 2013년 2월 방문에 따라 CIS와
NEASC의 승인은 공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두 승인은 10년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최근에 5년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BISI는 진척과 계획에 관한 1차
보고서를 마무리, 두 기관에 제출하여 접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두 기관에 의한
다음 시찰은 2018년에 실시될 것입니다.
IB는 매 5년마다 등록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최근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IB와 CIE 이 두 기관은 우리학교의 시험 준비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예고 없이 일상적 시찰을 수행합니다.

BISI는 어떤 교과과정을 따르는가?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초반 3년 과정은 영국 국립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을 따릅니다. 이 교육과정은 해마다 아이들이 기술과 지식을
연마하고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명하고 전진적인 교육과정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10, 11학년은 중고등 국제 일반 인증(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Secondary Education : IGCSE) 과정을 따릅니다. 12, 13학년 학생들은 국제
대입자격증 과정(IB Diploma Programme)을 밟습니다.

다른 학교들의 학생들과 비교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성취는 어떠한가?
핵심단계(Key Stage) 2 과정을 마치는 시기의 학생들이 수학과 문학에서 성취하여야
하는 기대 수준(level)은 레벨 4(Level 4)입니다. BISI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기대
수준을 완수하며, 더러는 레벨 5를 달성하거나, 심지어 레벨 6의 성취를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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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United Kingdom)의 핵심단계 3 과정과 마찬가지로 BISI의 핵심단계 3 학생들은
외부 시험 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핵심단계 3 과정의 각 학년 말에
실시되는 학교자체 시험은 학생 각 개인의 성취와 발전을 확인시켜주며, IGCSE
과정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시험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핵심단계 4 과정 학생들은 영국 내에서 많은 학교들이 실시하는 GCSE 과정보다
훨씬 더 혹독한 공부를 요하는 IGCSE 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5년 여 동안
BISI가 제공하는 각 과목에서의 IGCSE 세계 합격률은 81%에서 79%으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BISI 학생들의 합격률은 87%(2011), 88%(2012),
85%(2013), 87%(2014)이며 지난 2015년의 합격률은 96%입니다.
핵심단계 5 과정의 학생들은 국제 대입자격증 과정(IB Diploma Programme)을
밟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IBDP Full Diploma Programme'의 합격률은 약 79%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5년 전, BISI의 합격률은 세계 평균 합격률에 훨씬 못
미치는 68%였으나, 1년 후엔 75%까지 향상되었으며, 3년 전에는 100% 합격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BISI 학생들은 이 합격률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IBDP 관련 주요 통계는 평균 점수입니다. 세계의 평균 점수는 30점 정도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BISI 학생들의 평균 수치는 세계
평균 점수에서 1점 모자라는 29점이었으나 2012년을 비롯한 이후 2년 동안 우리
학생들은 세계 평균 점수 보다 높은 33점을 성취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도처의
비 선별적인 다른 학교들과 IBDP 레벨에서 유망한 비교가 됩니다. 이는 또한
이스탄불 내의 다른 국제 학교들과 비교하여 BISI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ISI 학생들이 고품격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BISI가 받은 승인들은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의 품질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BISI가 완벽한 학교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난 5년 여 동안 해를 거듭하며
향상되고 있는 IGCSE와 IBDP 레벨 성적은 이를 증명합니다. BISI의 졸업생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미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졸업반 학생 한 명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Cambridge
University)에 진학하였으며, 2016년 졸업 예정자 중 1명이 동 대학으로부터
이미 입학 승인을 받았음을 저희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ISI는 대학 진학을 위한 상담교사를 채용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BISI에는 9학년에서부터 13학년까지의 전 학생을 위한 대학 진로
상담을 전담하는 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담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 핵심단계 과정에서 개개인이 진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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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 교과 활동(extra-curricula clubs)을 BISI는 제공하는가?
유치부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특별 교과 활동을 가지며, 초등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활동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비롯한 창의적인 특별 교과
활동을 BISI는 제공합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금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시간표에
마련된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들 방과 후 활동은 스포츠, 창의적 활동 또는
학습 활동 등으로 세분화되며 주 3회로 마련됩니다. 학부모교사협회(Parent Teacher
Association)가 학기 동안 일요일에 실시될 활동을 조율합니다.

학사일정(Calendar)
BISI는 어떻게 년 학사일정을 편성하는가?
학사일정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 공휴일, 종교 관련 휴일,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음식 조달 등을 포함 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년 수업일 수는
180일이며, 이는 대부분 국제학교들의 수업일 수와 같은 것입니다. 년 학사 일정이
일단 수립되어 공고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폭설, 폭우 등의 날씨
문제나 터키 교육 당국에 의해 간혹 학사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2016-2017년의 학사 일정에는 만일의 수업일 손실을
대비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2일의 수업일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BISI의 학사
일정은 터키의 국가 공휴일에 순응함과 동시에 국제 휴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추가 7일의 연수일이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경우 왜 휴교하는가?
휴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케랴쿄이 캠퍼스
(Zekeriyakoy Campus)가 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시티 캠퍼스
(City Campus)가 받는 영향은 덜한 편입니다. 수석지도팀(Senior Leadership Team)
은 휴교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아주 주의 깊게
고려합니다. 게다가 이 두 캠프서는 터키 교육 당국의 휴교령에 따릅니다.

터키 교육 당국이 터키 내 전 학교의 휴교령을 내릴 때 왜 BISI도 휴교하는가?
학교가 대사관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 한, 터키 내 모든 학교는 터키 교육 당국
령(領)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상하지 못했던 휴교령이 내려지는 경우,
예를 들어 추가적인 터키 명절(Bayram) 휴일, BISI는 터키 교육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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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Communication)
필요한 경우, 나는 어떻게 BISI의 교직원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가?
BISI의 모든 교사는 에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firstinitial.surname@bisistanbul.org
안내와 접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비서(School Secretary)에게 전화하셔서
교사와의 상담을 의뢰하시거나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언제나 도와줄 준비를 갖추고 있는 대표학부모님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들에게는 담임선생(Form Teacher)이 있으니 연락
가능하며, 또한 필요하시다면 담당 교과 선생님과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BISI는
‘개방(opon door)' 정책에 의해 운영됩니다. 학교에 오셔서 관련 사항에 관하여
교직원, 수석지도팀의 일원과 대화를 나누시고 싶으시다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약속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학교로부터 매번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받지 못하는가?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 학부모님의 정확하지 못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학교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비서와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의 대량 이메일 전송 시스템에 학부모님의 이메일 주소가 뜻하지 않게
누락되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학교 홍보 담당자에게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communications@bis.k12.tr. 그러면 BISI
종단적 반응 대량 메일(BISI Vertical Response mass mailing) 전송시스템에
이메일 주소를 새로 기재할 수 있는 연계로(link)를 받으실 것입니다.
• 일부 인터넷 접속 서비스사의 경우 대량 메일 전송시스템으로부터의 메일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래 이메일 주소에서 전송되어진
이메일이 학부모님의 이메일 함에 도착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접속
서비스사와 연락하여 학부모님의 계정상의 지정이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British_International_School_Ist@mail.vresp.com

최근 일고 있는 BISI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에 대해 학교 당국의 설명은 무엇인가?
BISI에 대한 부정적인 평판이 최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상에 게재되었습니다.
만약 학교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면, 학교로 오셔서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BISI 공동체의 일원이며, 또한 학교
아이들의 혜택을 최우선시 합니다. 최근 몇 주 동안 BISI의 학부모라 칭하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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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 학교에 절대적으로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유포하였습니다. 이들 그룹의 소행은 BISI를 붕괴시키고 학교
명예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합니다. 우리는
정직, 고결, 존중을 믿습니다. : 학교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엉터리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람을 상대로 BISI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Facilities)

최근에 학교 당국이 개선한 학교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난 2015년 여름, 시티 캠퍼스는 새 운동장을 알켄트 캠퍼스(Alkent Campus) 내에
마련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시티 캠퍼스를 에틸레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케랴쿄이 캠퍼스 내의 두 도서관이 혁신을 거쳐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수영장 내 탈의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대형 실내 체육관의 외관을 새로 꾸몄습니다.
중고등학교에 특별 교사-사서와 대학 진로 상담 전담 교사를 채용하였습니다.

학교 식단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제케랴쿄이 캠퍼스의 경영 관리자는 수석지도팀과 조율을 거쳐 식단을 마련합니다.
우리학교의 경영 관리자는 음식의 영양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며,
영양 가치는 식단에 표기되어 있습 니다. 매주 신선한 식재료를 구매합니다.
각 학생들의 필요한 영양에 맞게 식단이 마련되도록 학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앨러지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홍보 및 의사소통 책임자(Head of PR/Communications)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학부모님의 식단 시식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안(Security)
최근에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들과 관련하여, BISI에는 어떤
보안 시스템이 있는가?
BISI는 사설 보안 전문 회사 ‘Adres Security'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보안요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스탄불 시에 필요한 보안 담당 부대들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BISI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영사관, 나토(NATO)에서 파견된 보안 요원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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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I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의 체계를 갖춘 위기 대처 방안
(Crisis Action Plan)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폭설에 대비하는
것에서부터 테러와 같은 사건을 감당하기까지의 범위를 포함합니다. 이들
대부분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지만 민감한 이슈에 관한 사항은
기밀입니다. 응급상황 대처 훈련은 매 학기, 각 캠퍼스에서 실시됩니다.

학교 버스 안전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학생들의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만약 학교 버스와 관련하여 안전 문제가
있다면, 이는 즉시 학교 당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 당국은 학교 버스
회사 ‘AzAl' 의 담당자를 만나 상황을 파악합니다. 학교 버스 회사는 만일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체 대응 체계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 버스 기사가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면, 학교는
AzAl사에 운전기사를 새로 고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동체(Community)
학교 내에서 PTA의 역할은 무엇인가?
PTA의 역할은 지원에 있습니다. 학교 행사, 예를 들어 직업 설명회(Career Fair)나
영화의 밤(Movie Night) 또는 여름에 열리는 펀 데이(Fun Day) 등을 지원합니다.
PTA는 우리학교가 선정한 자선단체를 위한 헌금을 모금합니다. PTA는 지난 2011년
제케랴쿄이 캠퍼스의 일요 스포츠 클럽(Sunday Sports Clubs)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스포츠 종목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작 당시 모금된 대부분의 헌금은
코치에게 주어지기로 결정되었으며, 부가적인 헌금은 학교 체육부(Sports
Department)에 기부됩니다. 이에 대한 논의 및 조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BISI 공동체에 열릴 여러 행사를 논의하고 준비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개인 시간을 포기하십니다. 이 모임에는 BISI 수석지도팀이 참석합니다.
이 모임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의견과 반응은 매월 발행되는 학교 회보
(Newsletter)에 실려 전 공동체로 전달됩니다. BISI의 PTA는 터키 내 학교들의
일반적인 PTA와 그 성격과 역할을 달리합니다. : PTA는 불평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불만처리 정책과 그 체계(Complaints Policy and Procedure)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비(Tuition Fees)
학교마다 학비는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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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형태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학교의 학비 역시 다양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영국에서 볼 수 있는 독립학교처럼 자선 사업 형태인 경우도 있고,
기금에 의해 창설되어 이윤 창출이 없도록 설립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학교들의 수익은 곧바로 학교 자체로 돌아가거나 미래에 있을 학사(學舍) 건립
계획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사회, 가족 또는 개인의 기부, 봉사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들은 허가에 의한 정부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개인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으며,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학교를 매입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조합의 사업으로 운영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여러 종류의 이러한 조합이 존재합니다.
어떤 수준에서 학비가 책정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학교들 사이의 논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각 학교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하다고 파악되는 대로
학비를 책정하는데, 학비 책정의 기준은 개별 학교 또는 학교 운영그룹 자체에
달려있습니다. BISI의 학비는 이스탄불 내 비교되어질 수 있는 학교들과 큰 범위
내에서 같은 수준입니다. 세계에는 BISI의 학비보다 저렴한 학교도 있으며,
또한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비교는 이스탄불 내의 경쟁 학교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스탄불 내에는 많은 국제학교들이 있지만 BISI의 진정한 비교
대상 학교는, 학비의 수준이 비슷하고 비-이윤 학교인 IICS입니다. MEFIS는 동일
캠퍼스 내에 위치하며 터키 학교 시스템(Turkish School system)과 연계되어 있고,
그 학비 구조는 BISI와 비슷합니다. Tarabya British School은 British라는 단어를
학교 이름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BISI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비록 이
학교는 COBIS의 회원 학교이지만 승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법적 학교 이름은 ‘Ozel Tarabya Anadolu Lisesi'으로 ‘Ingliz Okullari A.S.'에 의해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소유주는 'Mr. Gultekin'입니다. ‘British’라는 단어는 이미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Istanbul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에 그 어떤
교육 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Ozel Tarabya Anadolu Lisesi'에 의한
이름 British의 사용은 마치 이 학교가 BISI와 관련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학부모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Istanbul High
School Diploma는 COBIS, CIS, NEASC 등으로부터 승인 받았기에 미국과 영국
내의 대학교들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Ozel Tarabya Anadolu Lisesi High School
Diploma는, 터키 규정하에 British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국제
협회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기에 영국이나 미국 대학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느 학교에서 교육받을지는 학부모의 선택입니다. 만약 학부모님께서
다른 학교의 학비에 대한 가치를 믿고 인정하는 경우, 자녀(학생)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에 대해 저희는 그 어떤 방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스탄불 내 또는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학을 가는 경우 BISI는 언제든지 추천서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입학시험에 필요하다면 그 시설 또한 제공할 것입니다.

왜 BISI는 학비 납입 화폐를 유로화에서 영국 파운드화로 전환하였는가?
유로화로 학비를 납입하는 동안, 유로화의 불안정으로 학교는 대략 20-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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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달러 대비 유로는 1 : 1.40에서
1 : 1.10으로 그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유로화의 가치하락은 심각하였고, 이러한
시세 불안정은 학교 재정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 대 유로 환율 변동에
대한 예상은 앞으로 한동안 유로화가 그 가치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운영의 경비는 주로 달러로 지출됩니다. 교직원 급료, 교원 주택 임대료,
시티 캠퍼스 임대료, 시티 캠퍼스 융자금 등 이 모두는 달러화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불안정은 이전에 마련해 둔 학교 운영 계획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지난 수년간 영국 파운드(GBP)화의 시세 변동 내용을
그 근거로 볼 때, 파운드화로 학비 납입 화폐를 변경하는 것은, 달러화와 겨루어
학교에 더 안정적인 환율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국 파운드화로 납입 화폐를
변경하여 얻게 되는 학교 세입 증가는 현재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학교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줄 것은 물론 학교 교육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학교의 교육적 책무가 수행되도록
장-단기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학교운영이사(the Board of Governors)
들에게 있습니다.

BISI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invoice’를 발급하는가?
인보이스(invoices)는 납부가 완료된 모든 학생들에게 발급합니다. 만약 인보이스를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행정 사무실(Admissions Office)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왜 일시불 전액 납부와 할부 납부에는 차이가 있는가?
2월 1일 이전에 전액 납입을 하시는 학부모님에게는 우대 율(preferential rate)이
제공됩니다. 재정 계획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든 학비가 사전에 납입 완료되어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11월 1일까지 납입 완료가 가능한 할부
납입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들의 납입이 나누어지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전액 납입 마감 기한이 2월로 변경되었는가?
전액 납입 마감 기한 변경은 지난 2014년 11월, 2015-2016년을 학비 납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변경은 학교 재정확보와 원할한 현금 순환으로 학교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학비를 할부 납입하는
방안은 제공하지 않으며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전액 납부를 요구합니다. : 전액
납입을 권장하여 본보기로 삼는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BISI의 학부모 중 약 3분의 1이 일시불 전액 납입에 제공되는
우대 율에 대한 장점을 살려 학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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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I는 지속적으로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
최근의 터키 내 정치적 상황은 이스탄불 내 학교들이 최고로 우수한 교사를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BISI는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중고등학교의
교사 이직이 아주 적었습니다. 단 2명의 교사만이 채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것처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자신들의 교과목에 지극히 정통하고
BISI에서 정착하여 즐겁게 다년 간 근무한 핵심 교사를 우리 학교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품질 교육에, 학교가 제공하는 학과과정에,
또 캠퍼스에 향상을 가져올 계획을 BISI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학교는
적절한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뒤를 이을 새로운 계획을
곧 세울 것입니다. BISI가 취득한 여러 승인들에 대해 대단한 긍지를 느끼며, 우리
학생들이 달성한 외부시험에서의 성공적 결과는 결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은 BISI 공동체 전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PTA, 학교 운영 이사들과 이사장 등
모든 구성원이 학교 자체를 위해 함께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BISI 공동체 내의 이와
같은 노력과 협력은 장래 높은 품질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주하시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이루어졌기를 바랍 니다. 학교 운영 이사진과 수석지도팀은 학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학부모교사협회 회장님께 질문을 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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