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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교육에서  
가장 인기 있는  
티켓 중 하나.”
   



“   독립 교육에서  
가장 인기 있는  
티켓 중 하나.”
   

The Sunday Times에서 우리 학교를 지난 10년간 잉글랜드 

최우수 학교로 선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선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리 학교를 멋지게 소개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Richard Cairns 교장의 지도에 따라 Brighton College는 영국 최고의 

교육 기관 중 하나로 부상하여 The Sunday Times 선정 지난 10년간 

잉글랜드 최우수 독립 학교(The Sunday Times Independent School of 
the Decade)로 인정받았다.

Cairns 교장이 부임했던 2006년에 Brighton College는 본지의 학교 

가이드에서 147위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잉글랜드에서 41위를 차지했고 

지속적인 개선에 힘입어 2019년에는 상위 10위 목록에 오르면서 3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Brighton College에서 달성한 최고 순위였고 남녀 공학 

학교로서는 최고 순위였다.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A Level 시험에서의  
A* 등급 비율은 28.4%에서 44.2%로 늘어났다. Brighton은 2011년과 2018
년에 올해의 독립 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   Brighton College는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배출합니다.”

  
학생들은 최고의 러셀 그룹 

대학으로 진학하며 2016년 이후 

해마다 30여 명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에 진학했다(최대 기록 37
명). 2006년에는 옥스브리지에서 단 
4명만 오퍼를 받았다. 또한 더 많은 

Brighton 학생들이 미국의 
Columbia, NYU 등 권위 있는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와 같은 훌륭한 업적의 배경에는 

영감을 주는 가르침과 친절과 

관용을 강조하는 교육 방침이 있다.

“영감을 주는 가르침과 
친절과 관용에 대한 
강조는 Brighton 
College가 거두는 
성공의 핵심입니다.”

학교는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배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리 삶의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차를 가졌는지, 어떤 집을 

소유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에 따라 평가받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추진력으로 독보적인 

명성을 쌓은 교장은 이야기한다.

2006년에 Brighton College는 7
학년 과정에 표준 중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최초의 독립 

학교가 되었으며, 매년 Lower Sixth 
form 전원을 아우슈비츠로 

수학여행을 보내는 정책을 도입했다. 

기업가 정신은 16세 이후 교육 

과정의 핵심 부분이며 상금 10,000
파운드의 아이디어 개발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려고 여러 팀이 

경합을 벌인다.



“   Brighton College는  
영리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배출합니다.”

  
Brighton College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도전 과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왔으며, 학생들이 단순히 

GCSE 및 A Level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는 것을 

강조한다.

“Richard Cairns 교장의 
고무적인 지도에 따라 
학생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웁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만족해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또래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학생은 학부모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 바로 이것이 브라이튼의 

이야기이다.

교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외무성에서 

근무하려고 지원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Cairns는 옛 

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대신 

가르치는 일에 빠져들었다. “나는 그 

점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고 

교장이 되자마자 모든 학생이 수업 

중 교사에게서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언제나 

교사가 훌륭한 만큼 훌륭합니다.”

2020년 11월에 175주년이 된 
Brighton에는 현재 1,175명이 

재학하며 기숙생 450명 중 1/4이 

해외 유학생이다.

기본 입학 연령인 13세에 세 가지 

지원 자격이 부여되지만, 11세부터 

그리고 Sixth Form 학생들도 

입학시킨다. 자체 예비 학교를 

제외한 가장 큰 학생 공급처 두 

곳은 런던의 Thomas’s Clapham
과 Thomas’s Battersea이며, 조지 

왕자와 샬럿 공주도 이곳에 재학 

중이다.

주간 기숙 제도는 런던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4박, 집에서 3박을 한다

“럭비, 크리켓, 네트볼 
분야에서 영국 최고의 
학교 중 하나입니다.”

Brighton은 럭비, 크리켓, 네트볼 

분야에서 영국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이다. 비치 발리볼에서도 틈새 

우위를 누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30여 명의



브라이튼 출신 영국 대표 운동선수를 

배출했다. 졸업생 중에는 잉글랜드 

크리켓 선수 Matt Prior와 Clare 
Connor도 포함된다. 럭비 스타 
Marcus Smith와 육상 선수 Toby 
Harries도 Brighton 졸업생이다.

Brighton에서 엘리트 스포츠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재임하는 

동안 Cairns 교장은 매주 수업 

회수를 2회에서 6회로 늘려서 

스포츠를 더욱 포괄적으로 만들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모두 해당 

종목의 스타 선수뿐만 아니라 학교에 

재직하는 최고 코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정관념은 Brighton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댄스는 모두 활발하게 

참여하는 활동이며 100여 명의 

학생이 댄스 그룹과 교습에 

참여한다. 내년에 착공 예정인 공연 

예술 센터는 Kemptown 해변 

근처의 캠퍼스를 재개발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음악 학교는 2015년에 
Pink Floyd의 David Gilmour가 

개설했다.

Brighton은 불우한 환경의 

젊은이들이 주요 대학에 진학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London 
Academy of Excellence Stratford
의 창립자였다. Brighton College는 

난민을 포함한 불우한 현지 젊은이 
20명에게 Sixth Form 교육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Brighton은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적 양심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학생들은 매년 Make a Difference 
Day에 Sussex 전역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돕고 매주 

자원봉사 자선 활동을 한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사랑합니다. 정말이지 이 학교 

학생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Cairns 교장은 이야기한다. “

남녀 공학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다면적인 특징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멋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Cairns 교장은 남녀 

공학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의 

가장 좋은 면모를 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

남녀 공학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이 

즐거운 이유는 남녀 학생들이 다른 

성별의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게 되고 그걸 흡수하고 모방하는 

걸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바람직한데, 대학에 

진학해서도 강의실에 여학생이 있고 

강의실에 남학생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게 되거든요.”

Brighton은 남녀 공학 환경에서도 

영감을 주는 가르침을 얻고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학부모에게 

보여주었다.



순위	 이름순위	 이름

1	 St	Paul’s	Girls’	School
2	 Godolphin	and	Latymer	School
3	 Brighton	College
4	 King’s	College	School,	Wimbledon
5	 Wycombe	Abbey	School
6	 Magdalen	College	School
7	 Guildford	High	School
8	 St	Mary’s	School	Ascot
9		 St	Paul’s	School
10	 	King	Edward	VI	High	School	for	Girls
11	 Eton	College
12	 	Haberdashers’	Aske’s	School	for	Girls
13	 Cardiff	Sixth	Form	College
14	 Westminster	School
15	 City	of	London	School
16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17	 Concord	College
18	 Sevenoaks	School
19=	 Hampton	School
19=	 The	Perse	School
21	 Withington	Girls’	School
22	 	University	College	School,	Hampstead
23	 	The	Haberdashers’	Aske’s	Boys’	School
24	 City	of	London	School	for	Girls
25	 Highgate	School
26	 	South	Hampstead	High	School	GDST
27	 Latymer	Upper	School
28	 James	Allen’s	Girls’	School
29	 Oxford	High	School	GDST
30	 Eltham	College
31	 Cheltenham	Ladies’	College
32	 Winchester	College
33	 St	Albans	High	School	for	Girls
34	 Tonbridge	School
35	 Lady	Eleanor	Holles
36	 Wimbledon	High	School	GDST
37	 Royal	Grammar	School,	Guildford
38	 King	Edward’s	School,	Birmingham

순위	 이름순위	 이름

39	 Whitgift	School
40	 Merchant	Taylors’	School
41	 St	Helen	and	St	Katharine
42	 Channing	School
43	 The	Manchester	Grammar	School
44	 Abingdon	School
45	 Ruthin	School
46	 Putney	High	School	GDST
47	 Queen	Ethelburga’s	College
48	 Reigate	Grammar	School
49	 Alleyn’s	School
50	 Trinity	School
51	 St	Catherine’s,	Bramley	
52	 St	Michael’s	School
53=	 Dulwich	College
53=	 	Notting	Hill	and	Ealing	High	School
55	 Bancroft’s	School
56	 Stephen	Perse	Foundation
57	 Kingston	Grammar	School
58	 Royal	Grammar	School,	Newcastle
59	 Manchester	High	School	for	Girls
60	 Radley	College
61	 St	John’s	College,	Cardiff
62	 Epsom	College
63	 Downe	House
64	 St	Mary’s	Calne
65	 City	of	London	Freemen’s	School
66	 St	Swithun’s	School
67	 Wellington	College
68	 Westbourne	School
69	 The	Abbey	School
70	 Sydenham	High	School	GDST
71	 Sir	William	Perkins’s	School
72	 Caterham	School
73=	 Ibstock	Place	School
73=	 Immanuel	College
75	 Badminton	School

상위 75개 독립 중등학교

출처: The Sunday Times 선정 최고 독립 중등학교, 2020년 11월. 
A Level 및 GCSE 결과를 기반으로 한 순위.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바랍니다.

01273	704295
registrar@brightoncollege.net
brightoncollege.org.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