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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뷰 국제학교 스쿨링
School Immersion Program

개요

제목 내용

교육기관 페어뷰 국제학교 Fairview International School

지역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기간
2023년 8월 09일(수) ~ 2023년 8월 25일(금)
*공휴일(또는 대체 공휴일)은 대안 프로그램으로 운영

참가연령 및 대상
연령 : 4세(2018년생 포함) ~ 16세까지
대상 :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참가자

교육과정
국제학교 스쿨링 수업
방과 후 클럽활동(CCA) * 주2회

비용
및

포함 내역

비용- 208만원 (등록금 50만원 포함)

[포함내역] 

• 오리엔테이션 , 입학&수료 옥스포드 영어테스트

• 유니폼(교복 1벌, 체육복 1벌) 

• 3주 스쿨링 비용

• 식사(조식, 중식) *CCA활동시에만 중식 제공

Why Fairview 국제학교 인가?

1970년대 개교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로 영국을 포함한 6개의 캠퍼스 운영

영국식 학제를 기본으로 4세에서 19세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IB 프로그램을 제공

➢ 세 가지 IB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말레이시아 최초의 대규모 국제 학교

➢ 국제학교에서 진행되는 스쿨링 프로그램

➢ 유치부 과정 운영 (4세 이상)

➢ 빠른 적응을 위한 버디배정 (버디는 각반의 반장 또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배정) 

➢ 한국인 관리자가 학교에 종일 상주하며 프로그램 운영 보조

➢ 입학과 수료식 행사 학부모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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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
Program Itinerary

세부일정

➢ 등하교 셔틀 탑승 시 한국인 인솔자가 함께 탑승

➢ 수업 진행 중 한국인 관리자는 교내 상주

(한국인 관리자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 의사소통 문제, 수업태도 및 학업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교내 활동은 정규 과정에 편입되어 버디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

*    교내 행사 여건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수업

첫 날

➢ 학교 도착

➢ 오리엔테이션 (by 교장 선생님, 국제교류 담당 선생님)

➢ Welcome 행사

➢ 학급 배정 및 수업 교재 전달

➢ 각 학급으로 이동 및 버디 배정

➢ 정규 수업 참여

둘째 날

이후

수업 일정

➢ 정규 수업 시간

4~5세 : 08:00 ~ 13:00

6~16세 : 08:00 ~ 13:20

*금요일 방과 후 활동 없음

➢ 방과 후 활동 14:00~15:20 (주 2회)

Co-Curricular 활동

Creative English Program (영어 보충 수업)

수업

마지막 날

➢ Celebration of learning (부모 초청 행사)

➢ 수료증 전달

➢ Sharing Session(버디와의 시간) 

➢ 단체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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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커리큘럼
Curriculum Overview

교과과정 운영

영국 국립 교과 과정은 IB커리큘럼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탐구 기반 학습, 개념 기

반 교수 학습, 학제간 교육과 핵심 교육에 기반한 페어뷰의 수업은 독특하고 강력한 교육을 제공합

니다.

PYP는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6 개의 테마로 구성된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각 테마에는

1년 단위의 Units of Inquiry (UoI) 가 있으며, 탐구 프로그램 (POI)을 구성합니다. 6가지 PYP 교

과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Who we are 우리는 누구인가?

▶ Where we are in place and time 우리가 있는 곳과 현재

▶ How we express ourselves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야할까?

▶ How the world works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 How we organize ourselves 어떻게 스스로 체계화 해야하는가?

▶ Sharing the planet 세상 공유하기

유치원 ~ 초등 교과 과정 (PYP)

IB 중등 프로그램 (IB Middle Years Program)은 학생들이 이론안의 수업과 실제 사회의 차이점

을 이해하고 비평하며 사려 깊은 사상가가되도록 격려하는 학문적 도전의 틀을 제공합니다.

▶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기초로 글로벌 정신을 장려합니다.

▶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독창성과 지략력을 발휘하며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

로써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장려합니다.

▶ 진정한 삶을 반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실제 생활 사이의 관계를 볼 수있게 해주는

프레임 워크를 제공합니다.

▶ 질의응답, 이해, 언어 습득을 장려하고 학생의 표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사 소통 및 협동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 학생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윤리적 모든 방면에서의 발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중등 교과 과정 (M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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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업 시간표
Sample Timetable

RECEPTION TIMETABLE (유치원 샘플 시간표)

PYP TIMETABLE(초등학생 1학년 샘플 시간표)



방과 후 활동
C0 - Curriculum Activities

교과과정 운영

➢ 방과 후 활동은 14:00 ~ 15:20까지 운영

➢ 주요 활용 내용 :  

PYP CCA CLUB : Art & Craft , Board Games, Stagecraft, Taekwondo

MYP CCA CLUB : Basketball, Dodg eball , Crochet,Taekwondo, Science Magic

*22년 10월 기준이며 23년도 2월은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

➢ 클럽활동은 매주 2회 진행되며, 1회는 보충 영어 수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학교시설 둘러보기
Campus Facilities

교과과정 운영



자주 묻는 질문(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Q1. 스쿨링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일반 캠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스쿨링 프로그램이란 국제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반 편성이 되어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며 , 일반 캠프는 단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또는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Q2. 반 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령에 따라 반 편성이 진행되며, 일부 1년 정도 연령이 낮추어 배정되기도 합니다.

Q3. 전체 학생 수와 한국인 비율 그리고 한 반 정원은 얼마나 되나요? 
국제학교 전체 학생 수는 230여명 내외이며, 전체 학생 가운데 한국인은 10명 미만입니다.
각 반별 정원은 25명이며 현재 15~20명 전후로 운영됩니다.

Q4. 버디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학교에서 모범학생으로 선발되는 버디는 스쿨링 기간 동안 1대1로 단기 참가자들의 수업과 교내 활동
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또래 아이들의 버디 매칭은 학생들의 빠른 적응과 영어
활용 능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며, 캠프 종료 후 에도 꾸준한 연락을 통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수업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수업 내용의 난이도는 한국과 별 차이가 없으나 수업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입니
다.
스쿨링 프로그램은 또래 국제학교 학생들을 버디로 짝지어 교내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적응이 수
월하며 저학년일수록 더욱 유리합니다. 

Q6. 원어민 선생님이 있나요?
페어뷰 국제학교는 영국식 학제에 IB 과정을 적용한 학교로 영국 선생님의 비율이 15%입니다. 

Q7. 등교시 교복을 착용하나요?
교내 활동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각 1벌씩 제공하며 이를 착용하고 학교에 등교하며 이
에 관환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Q8. 학부모도 학교에 방문이 가능한가요?
학부모를 초청하여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리며, 수료식 날에도 교육과정 결과에 대한 안내를
위해 학부모를 초청합니다.

Q9. 수업시간에 다툼이나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차 경고 후 문제가 지속되거나 기존의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학생과 마찬
가지로 Warning Letter가 발송되며 퇴소 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Q10. 환자가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사고나 질병 등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1차 조치는 학교 양호실에서 이루어지며, 양호교사의 판단에 따
라 인솔자를 동반하여 병원에서 2차 조치를 취하거나 귀가 조치 합니다.

Q11.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스쿨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한국인 관리자가 학교에 종일 상주하며, 학생 관리 업무를 보조
합니다.

Q12. 등하교는 어떻게 하나요?
등교 및 하교는 한국인 인솔자를 동반한 셔틀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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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프로그램
Package Program

영어연수 vs 스쿨링 프로그램

MEC 영어연수 + 페어뷰 국제학교 스쿨링 프로그램

장점 단점

영어연수
o 프로그램 주된 목적: 영어 교육
o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

o 비슷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학습동기 ↓

스쿨링

o 다양한 국적의 또래 학생들로 인
한 영어 활용 환경

o 국제학교 교과과정 체험

o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단기간 진행되는 영어연수와 스쿨링 프로그램은 서로 간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서로 간의 단점을 보완하고 학습의 시너지를 높이는 ‘영어연수 + 스쿨링 패키지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스쿨링을 앞둔 영어연수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시간과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영어연수 후에 진행
되는 스쿨링을 통해 학습 교과가 아닌 언어(도구)로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및 혜택

프로그램은 ‘MEC 영어연수’와 ‘페어뷰 스쿨링’으로 구성되며 원하시는 프로그램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하
시면 됩니다.

• MEC어학원 영어연수 2주간 숙소, 점심식사, 셔틀차량 등은 별도 입니다.
• 프로그램 신청비용은 50만원(환불불가)입니다. 

MEC 영어연수 (기간) FAIRVIEW 스쿨링 (기간) 비용 (개별 비용 합산 => 패키지 비용 )

4주 23.07.10 ~ 23.08.04 13일 23.08.09  ~ 23.08.25 343 만원



MEC ACADEMY & TRAINING CENTRE SDN. BHD
Kota Ilmu, Persiaran Graduan, Educity, 79200 Nusajaya, Johor, Malaysia 79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