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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과 긍정적인 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적 성장을 돕습니다. 



학교의 미션
아이비(IB) 국제학교인 브룩스 모스크바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열정을 느끼고 있는 분야를 찾고, 이 열정을 
실천과 경험으로 옮길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진은 다양한 문화권을 대변하고 
있는 인재들이며, 브룩스 모스크바는 다른 나라에 위치한 캠퍼스들과의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세계의 사회상과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본교는 커리큘럼의 한 부분으로서 국제적인 뉴스와 
이슈들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국제적인 현상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배웁니다. 교육이란 학생들이 속한 환경과 맞닿아 있어야 하며, 배움이 교실 안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의 
생활 속에서도 지속되도록 돕는 것이 본교의 미션입니다.

브룩스 영국 는 학생들이 학구열과 학문적인 
호기심,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하여, 사회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비전을 나누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리더로서 다른 
이들을 서포트하고 끌어주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배우고, 동시에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열정과 근성을 발견하고 키워 나갈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키우고, 바른 인성과 근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고 있으며 
이를위하여 다채로운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비전과 가치관

Brookes United 
Kingdom 기숙 통합 

사립학교는 따뜻 
한 환대 분위기를 

자랑하며 국제학교의 
기반이 되는 GCSE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Brookes UK 캠퍼스는 가족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중심의 교육 및 학습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Brookes에서 는 
학생이세심한지도속에서즐겁게성장할수있고,각 
구성원의 개성을 존중하는 맟춤 학습을 시행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학문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그룹 속에서 빛나는 
사회원으로 발돋음 하고, 세 계관을 지닌 글로벌 
시민으로 자라납니다.



위치
영국 써포크 베리세인트에드먼즈 

설립
1982년

학교 
남녀 공학

보딩 스쿨
가능 

데이 스쿨
가능

제공 학년
유치원 - 11학년

입학나이
만 2세 ~만 17세 

종교
모든 종교 수용

인증
영국보딩스쿨협회, 영국사립학교협회

수용 가능인원
150명

국제 학생비율
10%

학생대 선생님 비율
16:1

커리큘럼 
예비 중등 과정 
Pre A레벨, EFL, 아카데믹 영어

영어 입학점수
5-9학년: IELTS 4.0 
10-11학년: IELTS 4.5-5.0

장학금
가능



브룩스(영국) 캠퍼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교 근처인 써포크 지역에 위치하여 있으며, 약 
10,000 평에 달하는 학교부지 안에서 학생들은 
안전하게 실외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마켓의 승마타운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버리 세인트 문드에 위치한 캠퍼스의 지리적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은 주말동안 하이킹 및 
야외활동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근 명소의 활기찬 
생동감 또한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 위치
베리세인트에드먼즈 지역은 웨스트 써포크의 
문화 중심지로 크리스마스 박람회, 로얄극장
(1819개관) 그리고 매년 5월 열리는 
베리페스티벌 등이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콘서트, 연극, 댄스 그리고 
웅장한 불꽃놀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베리세인트어드먼즈는 학교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에 주말마다 친구들과 함께 
쇼핑, 영화 및 다양한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장점 
•영국에서 가장 큰 습지보호구역이자,세 번째로 큰 내륙수로인 노퍽 브로드에서 1시간 거리. 
• 차량30분 거리에 위치한 캠브리지 
• 차량20분 거리에 위치한 뉴마켓 
• 런던까지 1시간 30분 거리 
• 영국에서 가장 큰 습지보호구역이자 3번째로 큰 노퍽과 서퍽 브로드까지 1시간 거리 
•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의 지방 휴양지인 사드링엄 에스테이트까지 45분거리 

가장 가까운 공항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 (STN)
런던 히드로 공항 (LHR) 

• 과학실
• 컴퓨터실(애플 워크샵)
• 미술실 
• 휴식실 
• 기숙사
• 주방
• 테니스장
• 운동장
• 실내체육관
• 농구장  

• 축구
• 럭비
• 크리켓
• 네트볼
• 크로스컨트리
• 테니스
• 육상 

체육동아리
• 암벽등반
• 롤러 스케이팅
• 요트
• 탁구
• 락 밴드
• 쿠킹 클럽
• 예술 및 공예 클럽b

교과외 활동학교시설



•18개 호실의 현대적인 기숙사 건물  
•소수인원이 배정되는 기숙사방 (화장실포함)
•남,여 층별 구분 배정
•학생들이 사용 가능한 모던한 다이닝홀 
•TV 룸
•음악연습실 
•컴퓨터실 
•창작실 

기숙사는 멀리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집’ 입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공간에는 기숙사 관리선생님이 24시간 함께 거주하며 학생들이 집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기숙사는 또 다른 ‘집’ 입니다

로컬활동 
• 영화 

• 볼링 

• 쇼핑

• 박물관

• 콘서트

• 다양한 놀이 

• 스포츠 이벤트 

• 박람회 

• 캠핑 

당일 견학 프로그램 
• 1일 런던여행 

• 케임브리지 대학교 방문

• 베리세인트에드먼즈 마켓 

• 엘리 대성당

• 셋퍼드 숲에서 즐기는 어드벤처 

스포츠 

• 래크포드 호수에서 즐기는 요트와 

수상스포츠 클럽 

• 베리세이트에드먼즈 애비 정원 

• 피츠윌리엄 박물관 

• 킹스컬리지 성당

하룻밤 사이에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안식처. 모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집중하는 학교의 놀라운 리더쉽. 
소수 정예 수업 및 학생관리는 학생들이 
최고의 학업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브룩스 교육 그룹은 학생 개개인을 케어 
하는 로컬 학교의 환경에서, 글로벌 교육 및 
기회를 제공합니다. 
- 브룩스(영국) 학부모 R. Sheppard - 



브룩스는 학생과 직원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학교는 안정적이며 행복한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 독일어 교사, Leslie Haas -

주요 학기일정
오리엔테이션 
2022년 9월3일

학기시작
2022년 9월5일

학기끝
2023년 7월7일

겨울방학
2022년 12월9일 -
2023년 1월3일

봄방학
2023년 3월25일 -
2023년 4월17일

장학금:
브룩스(영국)은 국제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학비 및 보딩비용

주별 보딩비용 (5-11학년) 

1일 보딩비용 (5-11학년)

지원비

제복

비자발급 보증금

공항픽업비용

* 보증금 중 1,250 GBP는 코스 수료 후 반환됩니다 

31,350 GBP 

텀별 10,450 GBP 

텀별 4,950 GBP

200 GBP

1,000 GBP

2,500 GBP *

80 - 175 GBP(런던 공항)

학비 및 기타비용

모든 연령대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은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 과학교사, Sarah Elf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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