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海师范大学附属第二外国语学校荣获腾讯2018国际学校年度盛典
“国际化人才培养实践大奖”

상해사범대학부속 제2외국어학교, 텐센트 2018 국제학교 올해의 축제
'글로벌 인재 양성 실천대상' 수상

The annual grand ceremony of the Tencent International School program: “Enjoy
global wisdom and create future education”, jointly sponsored by Tencent Internet and
Tencent Abroad, be held on 28th November at the China Grand hotel in Beijing.
텐센트 인터넷(Tencent Internet)과 텐센트 해외(Tencent Abroad)가 공동 후원하는 텐센트
국제학교 '글로벌 스마트 창조 교육의 미래' 프로그램의 연례 대축전이 11월 28일 베이징의
중국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가 되었다.

There are more than 100 well-known international school principals from all over the
country who have come together. There is a galaxy of distinguished and experienced
guests. They discuss ideas freely in order to learn from each other, brainstorm and
they annotate the challenges they have faced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chools. After several months of offline interviews and surveys, combined with online
questionnaires and inspection of international schools and well-respected teachers,
Tencent 2018 International School Annual Gala made their decision. Second Foreign
Language School Affiliated to Shanghai Normal University won the “International
Schools Talent Development Practice Award”.
전국적으로 100명 이상의 유명한 국제학교 교장들이 모인다. 유명하고 경험 많은 내빈들이 있
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기 위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국
제학교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몇 달 동안 오프라인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한 후 국제학교와 존
경 받는 교사들에 대한 온라인 설문지와 함께 텐센트 2018 국제학교 연례 갤라가 결정을 내렸
다. 상해사범대학부속 제2외국어학교는 '국제학교 인재양성 실천상'을 받았다. 이 상은 상해사
범대학부속 제2외국어학교가 수년간 계속 인재를 양성한 것을 승인하는 상이다.

Principal Zhang Xuefei said:“This is an affirmation of Second Foreign Language School
Affiliated to Shanghai Normal University and also an encouragement.
The Tencent education evaluation history is long and their credibility is high. The
results are strong and convincing. The internationalization of our school is very
advanced. As a principal, I would like to do my best to lead the school to new heights.”
장쉐페이 교장은 "이것은 상해사범대학부속 제2외국어학교의 확인이고 격려도 된다. 텐센트 교
육평가의 역사는 길고 그들의 신뢰도는 높다. 그 결과는 강하고 설득력이 있다. 우리 학교의
국제화는 매우 발달했다. 교장으로서 학교를 새로운 지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
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