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랭섬홀 아시아, 인터내셔널스쿨 어워즈 2021
‘올해의 최고 국제학교’로 선정
§

전 세계 우수 국제학교를 가리는 ISC 리서치 주관 인터내셔널스쿨 어워즈 2021에서 최고의 국제학교 상
‘The International School of the Year’ 수상

§

62개국 260개교 이상의 국제학교 대상, 12개 부문에 걸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육에 대한 혁신성과
변화의 노력들을 선보이고 있는 우수 교육 기관 심사

§

브랭섬홀 아시아, 학교의 전략적인 리더십 및 학생 주도적인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에 대한 최우수 평가

[제주 유일의 전 과정 IB 국제학교 브랭섬홀 아시아, ‘2021 올해의 최고 국제학교’로 선정/ 이미지 제공 = 브랭섬홀 아시아]

(2021-01-19) 제주 유일의 전 과정 IB 국제학교인 브랭섬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가 ‘인터내셔널스쿨 어워즈
2021(The International School Awards 2021)’에서 최고 상인 ‘올해의 국제학교 상(The International School of the
Year Award)’ 주인공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국제학교의 시장정보 및 데이터 제공 업계의 선두
기관인 ISC 리서치(ISC Research)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10 시에 공식 시상식을 개최, 총 12 개 부문 수상
학교와 더불어 올해 최고의 우승 학교를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인터내셔널 스쿨 어워즈는 전 세계 명망있는 국제학교에서 펼치고 있는 학습, 교육, 지역사회, 복지, 리더십,
전략적인 운영 등, 다양한 부분에 걸친 노력과 활동을 축하하는 자리로서, 국제학교 간에 그 모범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를 독려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어워즈 교육 전문 평가단은 글로벌 위기를 불러 온 코로나 19 상황에 맞서
교육환경의 혁신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잠재력을 두드러지게 보여준 노력과 성과들을 평가하여 우수 교육
기관들을 가렸다고 밝혔다.
2021 어워즈에는 유·초등부터 고등과정까지 영어로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전세계 62 개국 264 개교의 국제학교들이
참여하였으며, 복지, 커뮤니티, 환경 및 국제적인 영향력, 전략적 운영, 학생 안전 지도 및 보호, 미래전략적 사고력
양성, 대학 진로 등을 포함하는 12 개 분야별 우수 교육 기관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이 중 브랭섬홀
아시아는 「전략적인 리더십 교육기관(Strategic Leadership Initiative)」과 「지역사회 기여 교육기관(Community

Initiative)」 부문에서 우승 후보자로 지난 11 월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시상식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
교육기관으로 최종 선정 발표되었고 이에 더 나아가 ‘올해의 최고 국제학교’라는 영예를 거머쥔 것이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패러다임 클럽(Paradigm Club)’이라는 봉사 단체를 통해 여성
인권이 낮은 네팔의 여아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창의적으로 개발, 이를 제작하고 실제로 기부하기 위한 지원금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에서 여러 관련 단체들과 협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노력들을 크게 인정받았다. 이
봉사단체의 활동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참여 학생들이 마이크로 그린하우스(Micro
Greenhouse)를 직접 제작하여 지역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브랭섬홀 아시아는 전략적인 학교 운영
부분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았다. 전교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리서치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의 아낌없는 지원, 그리고 국제
교육시장에서의 활발한 노하우 공유 등의 활동 성과를 인정 받은 것.
브랭섬홀 아시아를 올해의 세계 최고 국제학교로 선정한 ISC Research 의 심사위원단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리더들을 육성하는 학교의 훌륭한 신념 하에 정교하게 기획되고 운영된 학교의 노력과 활동이 결과적으로 브랭섬홀
아시아 학생들은 물론 세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평했다.
브랭섬홀 아시아의 총교장 신디 럭(Dr. Cinde Lock) 박사는 “올해의 최고 국제학교 상은 본교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브랭섬홀 아시아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 즉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의와 혁신적인 사고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포함한 현실 세계의 문제에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리더들을 육성한다는 학교의 미션과 이를 이행한 성과들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이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브랭섬홀 아시아는 우리의 어린 학습자들이 미래의 리더로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내셔널스쿨 어워즈 2021’은 비대면 실시간 중계를 통해 1 월 18 일 전 세계에 방송되었다. 본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SC 리서치 홈페이지(https://www.iscresearch.com)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브랭섬홀 아시아에 대하여
브랭섬홀 아시아는 118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캐나다의 명문 여자 사립학교 브랭섬홀 캐나다의 유일한 해외
자매학교로, 2012 년에 제주도에 개교한 전 과정 IB 월드스쿨이다. 명성 높은 본교의 프로그램과 전통을 이어받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커리큘럼을 통한 우수한 교육 과정과 과외 활동, 체계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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