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기오 브렌트 국제학교(Brent International School Baguio – BISB)는 수려한 경관과 서늘
한 기후로 유명한 필리핀 북부 코딜레라 산맥 별장 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학교로서, 약 250
여 명의 재학생들이 통학, 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기오 브렌트 국제
학교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국제학교 중 하나이며, 1909년 미국 성공회 재단에 의해
설립된 이래, 유아 교육 과정부터 궁극적으로는 대학교 과정을 준비하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를 수강하는 11/12 학년까지의 전 학년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브렌트
국제학교는 마닐라, 수빅만, 바기오 세 개의 캠퍼스가 있으나, 그 중 바기오 브렌트만이 유일
하게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기오 브렌트 국제학교는 미국 WASC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 Colleges)와 유럽 국제학교 협의회(Europe’s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 두 국제 기관의 인증을 받은 학교로 EARCOS (East Asia Regional Council of
Overseas Schools)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교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캠퍼스에서 안락
하고 전원적인 기숙 프로그램과 더불어 국제 기관의 공인을 받은 최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
공합니다. 본교는 학부모님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려고 지속적으
로 노력하기에 아시아 지역 공인 국제학교 중 최저 수준의 학비로 최고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14개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바기오 브렌트 국제학교 학생들은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
받는 IB 과정을 이수한 후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최근 수년간에도 코
넬 대학교, UC 버클리, UCLA, 미시간 대학교, 퍼듀 대학교, 노스 웨스턴 대학교, 오하이오 주
립대, 인디아나, 워싱턴, 맥길 대학교, NYU 아부다비, 서울 대학교 등 수많은 명문대 합격생
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 홈 페이지 참조 )

바기오 브렌트 국제학교는 지적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잡힌 전
인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변화하는 세계와 소통하고 그에 부응하는 국제적인 인재교육을 지
향합니다. 북미 지역과 세계 각국에서 부임한 숙련된 교사들이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을 포함한 다양한 학과목에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
록 열성적으로 지도합니다. 본교의 학과 과정에는 음악, 미술, 연기/연출 등의 예술 과목과
다양한 스포츠와 지역 사회 봉사 활동도 포함됩니다.

본교는 5학년 ~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종
편의 시설이 갖춰진 기숙사에서 자상하고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주말과 휴

일에는 각종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며, 전문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캠퍼스는 바기오 브렌트 국제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입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조성된 약 3만 평의 드넓은 캠퍼스에 자리잡은 교실마
다 천연 나무 바닥재에 카펫이 깔려 있으며, IMAC 컴퓨터와 LCD 프로젝터, 무선 인터넷 등
의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교사 사택이 있어 여러 선생님들과 가까이 생
활한다는 점 또한 기숙사 생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바기오 브렌트 국제학교가 있는 바기오 시는 필리핀 북부의 교육 중심지로 명성이 높은 도
시입니다. 바기오 시에는 4개의 주요 대학교가 있으며, 도시 전체 인구 30만명 중 1/4이 대학
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기오 시는 관광지로도 이름난 도시입니다. 마닐라에서 자동차
로 4~5 시간 거리인 바기오 시는 일년 내내 선선한 날씨 덕분에 교육과 야외 활동을 선호하
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주변에 한국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근처에 온천
과 소나무 숲, 산자락에 걸쳐진 구름, 쾌적한 날씨 등의 자연 환경이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
는 곳이어서 한국에서 방문하시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기오 브렌트 국제학교는 관심있는 부모님과 학생들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