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여자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 ,  
해외  명문  대학  합격자  대거  배출  

-  미국·영국·캐나다  등  1 4 0 여  개의  해외  유수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  받아  
-  제안받은  장학금  누적액만  약  1 8 억  원에  달해  

 
 

 
[국내 유일 여자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자료제공=브랭섬홀 아시아]  

국내 유일 여자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가 해외 명문 대학 합격자를 대거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브랭섬홀 아시아 대학 입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예비졸업생 80 명은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일본 등 140 여 개의 해외 유수 대학으로부터 335 건 이상의 입학 허가를 받았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코넬대학교(Corne ll Unive rs ity)와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 rs ity)를 비롯해,  시카고대학교(Unive rs ity 
o f Chic a go),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 rs ity),  뉴욕대학교(Ne w York Unive rs ity),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교(Unive rs ity o f Ca mbridge ),  런던 전경대(London Sc hool o f Ec onomic s ),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Unive rs ity o f Toronto),  홍콩의 홍콩과기대학교(Hong  Kong  Unive rs ity o f Sc ie nc e  a nd  
Te c hnology),  일본의 와세다대학교(Wa s e da  Unive rs ity) 등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제안받은 장학금 누적액만 무려 총 160 만 달러(약 18 억 2,300 만 원)에 달한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 장학금 액수는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눈부신 성과는 브랭섬홀 아시아의 IB(Inte rna tiona l Ba c c a la ure a te ) 프로그램에서 비롯된 균형 
잡힌 교육운영에서 비롯됐다.  특히 IB 프로그램은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국내 교육계의 큰 주목을 받아왔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선진국형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진 IB 프로그램은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명문 대학들이 우선 입학 평가항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브랭섬홀 아시아 대학 입시 관계자 마크 리(Ma rk Le e ) 박사는 “학생들이 수많은 세계 명문 
대학들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브랭섬홀 아시아는 
개개인에 맞춘 진학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비단 결과에만 안주하지 않고,  본인 특성에 맞는 대학에 
진학해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브랭섬홀 아시아는 다가오는 4 월 17 일 6~ 9 학년 중등과정,  5 월 3 일 ‘IB 과정을 통한 
영어학습(Englis h la ngua ge  a c quis ition through IB Progra mme )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5 월 6 일에는 제주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직접 안내하는 학교 투어를 경험할 수 있다.  설명회 예약 및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내 ‘입학안내’ 메뉴(www.bra nks ome .a s ia / a dmis s ions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  



 

 

브랭섬홀  아시아에  대하여  -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섬인 제주도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브랭섬홀 아시아는 2012년에 개교한 국내   
유일 여자 국제학교이다.  11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의 우수 명문 기숙학교의 자매학교로,      
본교의 훌륭한 목표와 비전,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IB 교육 커리큘럼 채택과 더불어 ‘Empowe ring  Wome n’이라는 목표 하에,  우수한 교육과정과 교과 외 
활동,  견고한 상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지구촌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브랭섬홀 아시아 공식 홈페이지 : www.bra nks ome .a s 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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