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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진행상황 
 IB코스 소개–  지금까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관계자들로부터 CAS 프로그램은 북경에서 최고라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열심히 그리고 신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영어 교육 커리큘럼 준비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문적 성취도의 증가- 우리의 secondary school은 북경의 평균적인  학문 
수준보다 더욱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빠른 진보를 보였으며, 올해의 결과가 그를 증명할 것입니다. 
(mock시험 결과는 작년보다 30%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선생님들 모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모국어 프로그램–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불어와 스웨덴어가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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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진행상황 
 독일 초등부–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맞추어 유아/유치부와 6학년에 
독일어로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포츠 프로그램– 최상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2년 전, 250명의 학생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579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공연 예술– Grease, Soiree 등 지난 2년 간 음악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념했습니다. 또한 내년 뮤지컬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특히 고등부 합창단의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2015년 여름 직원고용관련. 올해 몇 분의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 분들은 영국과 해외에서 많은 경력을 쌓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선생님들입니다. 타이페이에서 초등부 교장을 6년 경험하시고, 
영국에서 15년의 경력을 지내신 Ms Corry선생님이 Ms Lebihan의 뒤를 
이어 새롭게 초등부 교감으로 부임하신 것을 제외한다면, Head 
선생님들에 대한 어떠한 변동 사항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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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예전에 비해  기업의 주재원 수가 줄어듦에 따라 북경에 있는 몇 개의 
국제학교에서 높은 수의 인원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BSB는 
매년 비슷한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는 
학부모님들의 일부 의견입니다: 

 BSB는 매우 폭넓은 교육체계와 다양한 국적의 균형 유지를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BSB는 북경에서 가장 높은 국제적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윤리규범과 학생에 대한 신뢰– We are proud to be non-selective 
(no admissions ability tests) 그 이유는 저희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이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학생은 중요하며 학생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의 접근방식을 하고 있으며, 자기 방식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이 방법이 ‘creaming off’ 보다 훨씬 나은 방법임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렇듯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 매우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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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SB에서는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더 넓은 시설– 2016년 구내 식당과 영화관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건축증명서를 받기 위한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또 다른 농구장만한 

크기의 체육관과 primary학생들은 위한 실내 

놀이터, 그리고 확장된 구내식당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기 청정도– PM 0.1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Early Years 프로젝트의 완성 – 차후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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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BSB에서는 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나요? 
 수영장–2015년 여름부터 어린 학생들을 위해 일년 내내 
사용가능한 수영장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 수영장 온도를 낮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식당 재단장–현재 재 단장 중인 상태이며 확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도서구비와 온라인 도서관– Secondary school은 현재 
온라인 도서관을 구입하고 있으며, 더 많은 책을 구비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요구 사항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식량관리위원회– 음식 공급에 있어 지금까지 훌륭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음식에 있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일 
정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BSB는 북경에서 최고의 위생환경과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은 ISB, Dulwich, 
Keystone을 포함하여 수 백개가 넘는 기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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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 ANGLIA만의 교육 
 전세계에서 35개의 학교–저희 교육 프로그램의 막대한 잠재력의 원동력은 학생과  
투자로부터 나옵니다. BSB에 대한 투자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BSB가 학생들에게 
커다란 글로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자니아– NAE는 CAS 학생들이 직접 아프리카에 가서 보육원 또는 학교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BUSH CAMP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다른 학교들 역시 참여할 예정) 우리 
학교는 북경의 자선 활동에도 관심이 있지만 글로벌 학교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글로벌 
활동의 참여에 더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오케스트라– NAE 학교 105명에 해당하는 최고의 뮤지션들은 뉴욕에서 글로벌 
오케스트라 자격으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BSB에서는 올해 세 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교실 /CAMPUS– 더욱 높은 질을 보유한 교육을 위해 끝없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BSB는 특히  35개의 학교 중 토론 대회에서 높은 인정을 받고 있으며,  문학 창작과 짧은 
글짓기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과 기타 다른 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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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드 음대와의 

PARTNERSHIP 
 줄리아드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높게 평가 받는 
음악학교입니다.  

 뉴욕에서 대학과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8개의 지역에서 온 1900명의 지원자들이 드라마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줄리아드는 유치부 부터 
고교 3학년까지 교육을 제공할 단체를 찾고 있었는데,  
Nord Anglia 교육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학교는 K-12 curriculum을 학교에 
도입할 것입니다. 또한 줄리아드 졸업생들은 BSB와 
함께 일할 것이며, 선생님들은 줄리아드에서 훈련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BSB 학생들은 뉴욕에 소재한 
줄리아드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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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CHOOL 

발전  

Phil Allman  

Head of Pri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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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chool 최근소식 
 PAWS behaviour system - 새로 도입된 행동 그리고 보상 시스템은 선생님과 학생들로 
부터 고안됐으며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아진 이직률– only 4 or 5 new staff in Primary 

 개선된 커리큘럼– 그룹을 통해 전직원들이 개입하며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학교는 
목표를 세우고 모두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트레이닝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BSB 
학생들에게 최적의 시스템인 새로운 영어 국가 커리큘럼을 채택하였습니다. 영국 국가 
커리큘럼에 강한 국제학교 성향을 추가하여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위한 목표 재원– 학교가 설정한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매우 활동적으로 배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미 6점 (6점 만점)을 받고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클럽 – 올해 학교 최고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ead 
teacher의 통솔 아래 다양하고 특별한 수업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부 
교감선생님께서 수학과 영어 교육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험 성적에서 
놀라운 결과를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BSB 학생들은 수학시험에서  이미 레벨 6을 
성취한 학생이 21%나 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영국에서는 
국가의 6%의 학생이 레벨 6을 받는 데 그쳤으므로 좋은 비교가 됩니다.   

10 



Primary School 최근소식 
 여름을 위해 계획된 공사 2단계 – 저학년 학생들의 
교실 옆에 화장실을 설치할 것입니다. 현재 
화장실은 가장 어린 학년 학생들을 위한 열린 
장소로 대치될 것입니다. 

 새로운 초등부 수영장– 유아부를 위한 수영 시간표 
개선. 우리 학교에서 나이가 가장 어린 학생들도 
선생님의 지도 하에 수영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말하기 능력과 듣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시간표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언어를 배우기 위한 
최상의 활동은 ‘조금씩 자주’ 입니다. 이에 맞추어 제 
1단계의 시간표 역시 변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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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SCHOOL 발전 방향 

Steve Lewis  

Head of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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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NEWS AND 

EVENTS 
 완벽한 교사 채용–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고려하여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전체적인 IB과정 수업 훈련은 물론, 높은 
학위를 소유한 선생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BSB에서는 
전체적인 IB 훈련을 받지 않은 선생님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IB 프로그램의 진전– CAS와 학업에서 모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12학년 학생들 덕분에 놀라운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거의 50명에 달하는 (25-30명은 A level을 하던 학생들로 
구성)학생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19일 패션쇼– 우리 IB CAS학생들에 의해 온전히 준비된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학 입학 관련– 다양한 분야뿐만 아니라 전세계 탑 5개 대학들을 
포함한 전세계 유명대학들로부터 2015/16년도 합격통지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Mr. Lewis가 차후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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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NEWS AND 

EVENTS (2) 
 

 2015년도 IGCSE 예상 점수는 학생의 90%가 5점, 혹은  A*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20% 높은 점수이며, 또한 저희는 전체 성적의 50%가 A*나 A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작년 점수와 비교할 때 15% 성장한 결과입니다.  

 “Highly Commended”: 이 상은 London에서 주어지는 상으로, 100개의 참가부문 중 
단지 18개의 상이 주어지므로 이 상을 수상한 우리에게는 매우 경사로운 일 입니다. 

 AISA 리더십 회의와 수학 시험: BSB는 매년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해왔으며, 이번 
년도에는 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국제학교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대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BSB가 내년에도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의 국제 연합 (Bei MUN)– 강력한 팀을 보냈습니다. 2명의 학생은 리더십과 관련 
하여 선출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900의 학생들이 참여한 커다란 행사이며, 우리 
학교 2명의 학생은 리더십 자격으로 선발되었습니다. (BSB에는 총 28명의 
leadership 자격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이는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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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NEWS AND 

EVENTS (3) 
 영국 학술원 ‘Top of the Bench’ 화학 대회– BSB에서는 높이 인정받는 
강력한 팀이 지원하였습니다.  

 Big Jig – 4월 23일에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수학 대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일 이 대회에서 이긴다면 기네스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수학 퍼즐을 만드는 것입니다. 

 Viennese 무도회– 왈츠를 배우고 있는 스무 명의 BSB 학생들이 
정장을 멋지게 차려 입고 공연을 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ASA가 될 것입니다.  

 World Scholar’s Cup (세계 학자들 대회) – 토론과 학문이 결합된 
대회입니다. BSB는 WSC를 처음으로 개최하였으며 6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릴 지역 파이널 대회를 위해 자격을 갖춘 15개의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BSB의 팀은 작년에 예일대학에서 파이널 
대회까지 진출하였으며 이번 년도 역시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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