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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th December 2015
학부모님께,

학교운영위원장(이사장)님은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반응을 기다린 바 있는,
다가오는 학년도 학비의 수준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유로화(Euro)로 학비를 납입하는 동안, 유로화의 불안정으로 학교는 대략 20-25%의
세입 손실을 입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유로는 달러(USD) 대비 1:40에서
1:1.10으로 그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유로화의 가치 하락은 심각하였고, 유로화
시세의 불안정은 학교 재정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달러 대 유로 환율 변동
예상은 앞으로 한 동안(수 개월) 유로화가 그 가치를 더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운영의 경비는 주로 달러화로 지불됩니다. ; 직원 급료, 직원 주택임대료,
시티 캠퍼스(City Campus) 임대료, 그리고 시티 캠퍼스 융자금(mortgage) 등
이 모두는 달러화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불안정은 이미 마련해 둔 학교
운영의 장래 계획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난 수 년 간의 영국 파운드화(GBP)의 변동을 근거로 볼 때, 파운드로
학비 납입 화폐를 변경하는 것은, 달러화와 겨루어 학교에 더 안정적인 환율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국 파운드화로 학비 납입 화폐 변경으로 얻게 되는 학교 세입 증가는
현재 경제 여건에 대응하여 학교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줄 것과 더불어 계속 이어질 학교 교육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입니다.
학교의 이사진(The Board of Governors)은 장래를 미리 내다보고, 교육적 책무가
수행되도록 학교의 장-단기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교육적 최우선 사항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한 자리수(10명 미만)
규모의 학급, 특히 IB 자격시험과 IGCSE 시험 대비반 등과 같은 소규모 학급이
전 학교에 걸쳐 지속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의 교사진은 해당 분야(학과목)에 있어 전문가들이며, 최고 자격을
갖춘 이들 교사들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록 넒은 범위의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뛰어난 시험 성적을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학교의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수행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중견 또는 수석지도팀
(middle and senior ledership team)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제2 또는 부가적인 언어이거나, 특별 교육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 교실 내외의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범위의 지원에 헌신하고
있는 11명의 교사를 학교 당국은 고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띌만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키랴쿄이 캠퍼스의 제4 교육동 신축,
시티 캠퍼스의 새 교사(건물), 제키랴쿄이의 식물원과 수영장, 교실 개선, 도서관 혁신
등이 그것입니다.
이스탄불 내의 비슷한 수준의 국제학교들 중 BISI의 경쟁력은 변함없이 우수합니다.
우리의 현재 수업료를 그들의 것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뛰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비교 대상이 되는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응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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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I가 내년에 수행할 몇 프로그램들은 그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현재의 이사장님께서 심각한 재정난으로부터 16년 전 학교를 구해내신 이후,
BISI는 여러분들의 지원을 기쁜 마음으로 누려왔습니다. 부모님들의 지원은
국제수준의 기준에 걸맞는 우수한 평판을 얻어내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BISI는 COBIS, CIS, NEASC로부터의 인정(승인)이 자랑스러우며, 또 IB 자격시험을
감당할 역량있는 학교(IB World School) 중 하나임에 긍지를 느낍니다. 전 세계
최고의 학교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학생들이 이루어 낸 IB와 IGCSE 시험 결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들은 장래 자녀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지도팀(The Senior Leadership 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