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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tish School of Beijing, Shunyi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육철학-꿈을 가져라 
Be Ambitious
우리는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한계는 없다고 믿습니다. BSB, 
Shunyi는 아이들이 학업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뛰어나게 
기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BSB의 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적 
접근, 뛰어난 교사진과 세계적인 
교육시스템은 모든 아이들을 
성장시키며 도전하도록 격려합니다. 
각 학생들의 각각의 재능과 열정을 
키워 지속적으로 자라고 배우도록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든 
수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BSB는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기관 인가내역과  
각종 테스트및 
인증된 회원자격
•	 ACT	866170
•	 Association	of	China	and	Mongolia
•	 International	Schools	(ACAMIS)

BSB
•	 Cambridge	International
•	 Examinations	(CIE)	CN	559
•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CIS)
•	 Council	of	British	International	

Schools	(COBIS	/	ISI	Inspected)
•	 College	Board	SAT	CEEB	694789
•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	 Edexcel	92848
•	 Federation	of	British	International	

Schools	in	Asia	(FOBISIA)	BSY
•	 HSK/YCT
•	 IBO	World	School	006636
•	 Nord	Anglia	Education	School
•	 Universities	and	Colleges

학교
BSB는 60개국에서 온 1,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놀라운 교육을 제공하는 
활기찬 학습 공간 입니다. 2003년에 
설립된 학교는 베이징에서 아이들에게 
탁월한 국제 학교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YFS와 함께, Primary, Secondary 
캠퍼스는 Shunyi의 인기있는 외국인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실 
안팎에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BSB학생들은 영국 교육과정에 따라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한국어를 포함한 강화된 언어수업을 
받고 있으며 만 16세에 IGCSE/GCSE 
자격시험에 응시할 최대 10개의 
교과목 시험을 봅니다. 만17-18세의 
Senior 학생들은 IB 과정에서 학업을 
하게 됩니다.
125개 이상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       
(ASA) 과 스포츠(Sports) 및 공연활동
(Performing Arts)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은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며 일반적인 교실 밖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일 튀링겐 교육과정
Klasse 1-4의 독일국적의 Primary 
학생들을 위한 German Primary 
Programme은 튀링겐 커리큘럼에 
따라 독일어로 주요 과목 수업이 
이루어지며 그 외 교과는 영국 
커리큘럼 안에서 다양한 학교 
활동들에 참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사일정 및 수업 일정
183일간의 학교일정은 9월부터 12
월까지, 1월에서 3월, 4월에서 6월까지 
3학기로 이루어집니다.

About Us

학교시설
• BSB는 우리 아이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한 사람으로 
성장해나가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을 만들고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음악 기술실과 연습실
• 물리, 화학, 생물, 디자인 기술을 

위한 특별실
• 두 개의 도서관과 자습실
• 네트워크 교실과 컴퓨터실
• 댄스와 드라마 스튜디오, 큰 

강당과 원형극장
• 두 개의 실내 스포츠 강당
• 테니스 경기장
• 실내 수영장과 유아 수영장
• 인조 잔디 축구장과 트랙 및 

운동장
• 야외 놀이터
• 학부모회에 의해 운영되는 

Chatter Box카페
• 주문 제작된 공기청정시스템

					저희 아이는 훌륭한 선생님들의 지도
하에 좋은 교육 환경에서, 훌륭한 학습기
관과 교육과정과 함께 잘 자라갈 것입니
다. 아이의 교실에서의 사진들과 모든 활
동 사진들을 보면 아이가 학교에서 즐거
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자
신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훌륭한 가치들
을 배우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제 
딸에게 훌륭한 교육적 경험을 주기 위해 
수고하시는 BSB, Shunyi의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Mrs Navasivu, Secondary 학부모님

OUR STRUCTURE

Key	Stages Year	
Groups

Ages	
(yrs	old)

Early	Years	
Founda-
tion	Stage	
(EYFS)

EYFS	
Teddies	
Nursery	
Reception

18	
months	
-	4	years	
old

Key	Stage	
1	(KS1)

1	and	2 5-7	
years

Key	Stage	
2	(KS2)

3,	4,	5,	6 7-11	
years

Key	Stage	
3	(KS3)

7,	8,	9 11-14	
years

Key	Stage	
4	IGCSE	
(KS4)

10	and	11 14-16	
years

IB	Diploma 12	and	13 16-18	
Years



세계 무대로 나가게 준비시키는  
줄리아드와의 교육협력
BSB Shunyi 의 음악 교과과정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줄리아드와 교육 협력하에 
짜여져 있으며 학생들이 시대를 상징하는 작품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현역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하는 특별한 기회를 줍니다.

음악은 교육에 있어서 변화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Juilliard-Nord Anglia 공연 
예술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문화소양, 창의성, 비판적 사고 및 상호협동성을 기르면서 
공연 예술에 깊이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상호 협동, 창의성, 그리고 호기심을 포함하는 교육
MIT - Nord Anglia STEAM 프로그램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미술, 그리고 수학(STEAM) 과목에서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BSB 학생들은 사고의 유연성, 창의성, 그리고 
의사소통과 같은 상호 연관된 기능을 개발하여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지시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으로 실험하도록 격려받을 것이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지라도 협동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Nord Anglia 가 학생들에게 이러한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독려하는 STEAM을 
배우는 혁신적인 방식을 학교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MIT와 상호협력 하고 있으며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이 어떻게 실제 세계 상황에 적용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MIT 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더 많은 내용이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캠퍼스- 특별한 국제적 기회들
전세계 47개 Nord Anglia학교의 45,000여명의 학생들과 9,000여명의 직원들이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캠퍼스는 학생들을 서로 
연결시키며 국제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AE 재단에 속한 BSB는 세계 유수의 호평받는 기관들과의 공동 작업에 
의한 교육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온라인글로벌 캠퍼스
온라인 글로벌 캠퍼스는 학생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초청된 
전문가들과 함께 작업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BSB의 학생들은 전 세계 45,000여명의 
학생들과 엄선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글로벌 캠퍼스
학교 안에서도 세계적인 활동, 도전, 그리고 경쟁을 장려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학교의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로 함께 노력합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캠퍼스
아이들은 수학여행과 같은 경험을 통하여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다른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더욱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캠퍼스에서 배웁니다

유니세프  는 Nord Anglia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며,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학생들이 속해있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일합니다. 
이 도전은 세계의 가장 큰 배움의 부분으로, 수업 설계, 비디오, 만화, 그리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이용해 전 세계 교실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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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현황 

Be Ambitious

United Kingdom
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Imperial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Edinburgh
University of Mancheste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
University of Bristol
University of Warwick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nited States & Canada
Duke Un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McGill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niversity of Washkington

Asia & Australia

Europe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University of Groningen
University of Lausanne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
Maastricht University 
University of Milan

University of Hong Kong (HKU)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KUS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South Korea
Peking University (China)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KAIST), South Korea

University of Sydney

• BSB Secondary 학생 중 83%는 
IGCSE/GCSE시험에서 A*-C 성적을 
받았습니다 (영국 평균은 66%)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GCSE와 IGCSE는 
현재 세계 14-16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업적으로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수업과정과 시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2
년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Secondary - IGCSE 결과

Grade	A*	or	A

Grade	A*,	A,	B,	C

• 우리 학생들의 17%는 40 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평균9%)

• 우리 학생들의 32%는  이중언어 
증명(Bilingual   Diploma)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IBDP라고 불리는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은 16-19
세 학생들을 위한 2년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며 더 
높은 교육과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Imperial	College	London,	UK

Randy Zhang

Chenoa Sankar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USA

SuMin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우수한 교육 & 학업 성취도
Primary

본 과정에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강점은 
초기의 학습단계에서 부터 목표지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춘 Primary
에서 보이는 학생들의 학업적인 성과는 
BSB의 숙련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성취도를 파악하며 각각의 학습 
단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성취도와 발달사항은 학기말 
보고서와 담당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부모님께 전달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자이자 
관찰자로서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BSB의 교육지침은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매력적이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도전적인 과제들을 
적절하게 경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어, 수학, 과학, 인문학과 컴퓨팅 외 
중국어, 체육, 음악 수업은 각 영역 전문 
선생님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35%
83%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결과

34 30vs.

Global	AverageBSB	Average

Amy Wei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Kirsty MacLeod
University	College	London,	UK

The	British	School	of	Beijing,	Shunyi
South	Side,	9	An	Hua	Street,	Shunyi	District
Beijing,	101318	China
Telephone:  +86	10	8047	3558	
Email : admissions@bsbshunyi.com
School	website:	www.bsbshunyi.com

학교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사이
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BSB졸업생들은 
어디로 진학하나요?

보통1월에 대학진학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미 91%의 Nord Anglia의 

졸업반 학생들은 
전 세계 46개국의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최상위 
30개  대학 중 24개의 학교가 포함된 

것입니다. 

University	of	Edinburgh
Victor Du

University	of	Hong	Kong
Sid Var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