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내
Our Philosophy
The British school of Guangzhou embraces Nord Anglia Education’s ‘Be Ambitious’ philosophy. We
encourage our students to be:

교육철학
광저우 영국 국제학교는 노드앵글리아의 교육철학인 ‘큰 뜻을 품으십시오’ 를 따르며, 본교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교육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
•
•
•
•
•
•

Personally Ambitious- your child will develop a life long love of learning as they embrace the core
values of respect, integrity, responsibility and commitment.
개 인 적 인 목 표 - 자녀분은 본교의 핵심교육가치 ‘존중’ ‘책임’ ‘정직’ 그리고 ‘전념’ 을
바탕으로 학습의 즐거움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배가시키게 될것입니다.
Academically Ambitious- your child will be challenged by professional teachers and a world-class
curriculum to achieve academic success.
교 육 적 인 목 표 - 자녀분은 전문 교사진들의 세계적 교과과정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성공을
거두게 될것입니다.
Socially Ambitious - your child will be inspired within a truly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grow
as a confident, well-mannered global citizen.
사 회 적 인 목 표 - 자녀분은 진정한 글로벌환경속에서 자신감을 가진 예의바른 글로벌 학생으로
자라나게 될것입니다.

Our Mission Statement & Core Values
Our mission and values underpin all that takes place at the British School of Guangzhou. They not only give
us the overarching aim of creating a lifelong love of learning within all who attend our school but also offer
guidance on how we should act and treat each other each day.

교육목표과 핵심교육가치
저희의 교육목표와 교육가치는 광저우 영국학교 교육의 바탕이 될것입니다. 이는 본교재학생들의
평생학습의 즐거움 배양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Our mission is to create a lifelong love of learning within all who attend our school.
저희의 교육목표는 본교학생들의 학 습 의 즐 거 움 을 평 생 의 즐 거 움 으 로 배 가 시키는데 있습니다.
Our Core Values are represented through:
저희의 핵 심 교 육 가 치 는 다음과 같습니다:
•

Respect – It is our duty to demonstrate respect and awareness for all. The British School of

•

Guangzhou actively works to help students nurture these qualities by providing opportunities to
develop self-esteem and self-confidence. This respect is evident in our interactions with students,
parents, staff, our community and environment. Respect requires open mindedness and
incorporates an understanding, tolerance, empathy and compassion towards others in both
thought and action. We aim to develop an international awareness and cultural sensitivity within
all students and provide them with opportunities to demonstrate this.
Integrity – We see integrity as being honest, open and truthful. We believe in being trustworthy in
our dealings with each other and being able to give and receive constructive feedback well. We

•

encourage our student body to have the courage of their convictions and the strength of character
to stand up for what they believe is right and as a school we act in a completely transparent
manner.
Responsibility – We aim to make our students independent confident learners who are able to

•

meet deadlines and solve problems effectively. Students are expect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learning and behaviour and to develop a sense of responsibility through making informed
choices, learning to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their actions and through taking advantage of
leadership opportunities. Responsibility extends beyond the classroom where we demonstrate
consideration towards others locally, internationally and towards the environment.
Commitment – We seek to establish a strong work ethic within our students and a desire to strive for
excellence. Students are encouraged to develop a resilient attitude to difficult tasks and to
persevere through difficulty. We believe that sustained effort greatly enhances student outcomes
and that risks should be taken as students push through inevitable setbacks to ultimate success.

•

•

•

•

존 중 – 저희는 존중의 가치교육을 위하여 저희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범을 보일것입니다.
광저우 영국학교는 학생들 스스로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존중은 학생,부모님,교직원 그리고 교육환경등의 존중을 의미합니다. 존중의 표현을 위해
열린마음과 협조,이해,양보,배려등의 감정을 이해아고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할것입니다.
정 직 – 저희는 정직을 솔직하고 숨김이 없으며, 진실하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로간의 신뢰속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주고 받을수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신념을 가지고 본인들이 옳다고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책 임 – 저희는 학생들이 자심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한내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방법과 행동이 미치게되는 결과와
학교의 리더쉽참여등을 통하여 책임감의 무게를 배우게 될것입니다. 또한 교실안에서의
책임감에서 나아가 상대방, 환경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책임감 교육을 받게 될것입니다.
전 념 – 본교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최고가 되기위한 노력을하도록 ‘전념’을 교육의
핵심가치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힘든상황을
의연하게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격려할것입니다. 저희는 꾸준한 노력이 학생들의 성공의
기회를 넓혀 준다고 믿습니다.

We sincerely hope students and the British School of Guangzhou’s greater community will embrace our
philosophy, join our mission and hold our core values as their own.
저희는 본교학생들과 학교커뮤니티 모두가 본교 교육철학을 이해하고 교육목표와 핵심교육가치를
존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