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SCHOOL

GENTRY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자라는 곳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71 계원빌딩 1306호

www.gentryschool.org

71, Cheonggyecheon-ro, Jongno-gu, Seoul, Republic of Korea

T. 02 720 5640   F. 02 720 5641   E. bhelp@hanmail.net

2008

2008





C O N T E N T S
젠트리 국제학교 인사말

Overview & 학교 경영 조직표

지역소개

- 필리핀의 캘리포니아 클락

젠트리 국제학교 연혁

Why Gentry International School?

젠트리 국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8가지 이유

젠트리 국제 학교 과정 소개

- Gentry Kindergarten

- Gentry Elementary

- Gentry Junior·Senior High School

Student life in GENTRY

젠트리 국제 학교 Live 경험담

젠트리 국제학교 관리 및 생활

입학등록절차

04

05

06

07

08

09

12

14

16

18

20

22

23



4┃Gentry International School

≫ 교육철학

    소크라테스는 지적(知的) 산파술(産婆術)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 불완전한 지혜와 지식

을 식별, 교정했던 그의 교육신념처럼, 젠트리 국제 학교 또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돕는 산파의 마음으로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 배출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여년간 최고의 교육 경험을 학생들

에게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전문가로의 성장을 돕습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는 꿈을 만듭니다. 학생의 비전을 찾아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왜 좋은 대학에 가야하는가? 하

는 질문의 근본적인 대답을 찾고, 획일화된 한국의 교육패턴을 탈피, 글로벌 무대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잠

재능력을 이끌어 내는 교육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필리핀 최고의 영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대학 진학 나아가 

글로벌 사회에서의 취업까지 준비하며, 세상을 바꾸는 자녀의 꿈을 키워 주십시오.

젠트리 국제학교 인사말

헬프 교육 그룹 대표  류  정  호
· 설립자 /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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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학교 경영 조직표

≫ GENTRY INTERNATIONAL SCHOOL
2008년 부터 현재까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온 젠트리 국제 학교는 지난 2016년 필

리핀 영어 교육의 선두주자인 헬프 교육 그룹과 협약을 통하여 보다 심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xford University Press, Pearson, LCCI 등의 영국 고등 교육 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필리핀 내의 다른 국제학교들과 다르게 영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헬프 교육 그룹의 우수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티칭 Know How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영어 교육을 학

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교 활동과 대외 활동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 그리고 글

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트리 국제 학교는 필리핀 현지에 부

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지 않고, 혼자서 유학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필리핀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인 클락 지역에 

기숙 시설을 마련하여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침 기상부터 늦은 저녁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운영되고 중 입니다.

≫ Mission Statement of Gentry
Gentry International School은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실제 자료를 통해 탐구하고 활동하는 수업

- 기초 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 활동 수업

- 창의력을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

-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업

- 다양한 언어로 의사 소통하는 능력 배양 수업

≫ Vision Statement of Gentry
Gentry International School은 학생이 모든 활동에 있어 능동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풍부하게 쌓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서로 다른 학생들과 어울려 학습, 생활하는 것을 독

려하며, 향후 국제 무대에서 기여를 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언어 학습과 전문지식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eadmaster
교장

Assistant Headmaster
교감

ESL 센터
Student Support

생활 지원팀

Cooking Team
조리부서

Kinder & Primary
유아 & 초등부 각 학년부

Accounting
서무과

Security
기숙사 보안팀

Junior High School
중등부 각 학년부

Liaison
대외협력부

House Keeping
기숙사 관리팀

Senior High School
고등부 각 학년부

HR
인사과

Marketing
미케팅 부서

Academic Council
학생 관리팀

Business Support
행정팀

HELP EDUCATION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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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개

필리핀의 캘리포니아

클락 CLARK

젠트리 국제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클락 지역은 필리핀 루손섬 중심부인 팜팡가주에 속하여 있습니다. 클락 지역은 필리핀의 다른 지역보다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하기로 유명합니다. 과거 미군기지가 있었기에 도로 등이 잘 정비돼있고,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기와 인터넷이 잘 갖추

어져 있으며, 충분한 하수 처리 시설로 인해 홍수, 지진 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대통령 별장이 위치하고 있어 24시간 내내 보안

이 철통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술, 담배, 마약, 유흥업소등의 유해환경이 없어, 치안 역시 타 지역에 추종을 불허 합니다.

학교클락국제공항마닐라국제공항 마닐라 클락
1.9Km 약 4분7.5Km 약 15분7.3Km 약 20분 85Km 약 1시간 25분

기후

고온 다습한 기후로 연평균 

25~28℃

교통

클락 국제 공항

마닐라 ↔ 클락 지하철

시설

기본 & 고등 교육 시설, 종합 

병원, 공원

[클락 신도시 조감도]

명소

피나투보 화산, 잠발레스 해변, 

워터파크,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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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국제학교 연혁

· 헬프 교육 그룹 필리핀 최초 스파르타식 ESL 어학 센터 설립1996

· 필리핀 교육부 정식 승인 헬프 Junior 전문 어학 센터 운영 실시

· ETS TOEIC, TOEFL 공인 시험장 선정 및 전문 어학 센터 운영 실시
2002

· 필리핀 앙헬레스 / 클락 지역 아시아 학생을 대상으로 Gentry ESL 센터 운영2009

· 시험 전문 어학 센터 IELTS 과정 개설 및 ETS TOEIC, TOEFL 공인 시험장 재 운영

· 필리핀 교육청 DepED(Department of Education)으로 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인가 획득 후 운영 시작
2012

· Gentry School 앙헬레스에서 클락 지역으로 학교 이전 및 건물 신축 / 중학교 과정 인가 및 운영 시작2013

· 호주 IDP IELTS 기관 공인 시험 센터 운영 및 기존 IELTS 과정 개발

· 미국 Concordia International University 필리핀 분교 Concordia College of Benguet 설립
2014

· 헬프 교육 그룹 온라인 전화/화상 영어 업계 1위 ㈜IVOLINE 인수 합병 및 EBS, 기업체 영어 교육 서비스 제공2015

· 필리핀 교육부 공식 인가 Gentry Senior High School (11학년, 12학년) 인증 및 운영2016

· Gentry School 필리핀 헬프 교육 그룹 산하 소속으로 인수 합병

· Gentry School 스위스 국제 연합회 ISA(International School Association)로부터 국제 학교 인증 등록 및 운영

· Gentry International School 고등학교 클락 지역으로 신축 이전 및 운영

· 헬프 교육 그룹 Concordia 국제 대학과 함께 Top-Up 프로그램 개발 

· 미국, 영국, 스위스, 핀란드, 체코 등의 국가로의 Pathway(해외 대학 편입학) 프로그램

2017

· Gentry International School 영국 Oxford University Press와 제휴 및 Oxford 교재, 커리큘럼 적용 및 수업 제공

· 영국 고등 교육기관 Pearson과 제휴 및 교재, 커리큘럼 Gentry 전 과정에 적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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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y International School

?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열린 교육 공간!┃

   젠트리 국제 학교는 21세기형 미래 교육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창의 인

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재능과 도전, 소통과 융합, 평생학습의 자질을 스스로 탐구하여 배울 것

이며, 획일성을 탈피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하겠습니다. 기본적

이 성적관리뿐 아니라 글로벌 인재의 새로운 요소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는 기존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명실상부 필리

핀 최고의 교육기관이며,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도전이 이제 젠트리 국제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는 필리핀 정부에서 인정하는 DepED(Department of Education) 및 스위스 국제 학교 연맹 ISA (International 
School Association) 등 여러 공식 기관으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교육기관 입니다.

WHY

젠트리 국제 학교의 교육 특징

교육 목표

≫ OXFORD University Press
      젠트리 국제 학교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국 Oxford University Press의 시험을 활용, 현재 영어 수준을 정

확히 파악하여 학업을 진행하기 위해 입학 시험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 레벨의 교육 과정에 보다 공신

력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National Geographic Learning
      젠트리 국제 학교는 전 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Speech 실력 향상 및 창의적인 사고 증진을 위해 TED Talk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주제와 내용은 National Geographic에서 다루고 있는 내

용을 위주로 엄선하여 영국 원어민 선생님의 지도하에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Pearson
      젠트리 국제 학교는 세계적인 교육기관이자 교육산업에서 선두주자인 영국 Pearson과 협약을 통하여 젠트리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Pearson의 엄선된 교재를 통하여 전 과정에 보다 수준 높은 교육 속

에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London of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LCCI) 과정 운영
      젠트리 국제 학교는 런던상공회의소의 비즈니스 교육과정을 Senior High School 과정과 접목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진행하며, 특히, 정확한 비즈니스 영어 사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대 

영역에 더욱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DepED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인증서
International School 
Association 인증서

≫ Develop Student’s Potential

≫ Creating Student’s Value for Future

≫ Challenging for better Future

≫ Improve Student English what global world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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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y International School을 선택해야하는 8가지 이유

Point 1. 클락 지역은 필리핀이 아니다!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클락 지역은 대통령 직속 경제 구역으로 선정되어 필리핀 내 모든 지역 중에서도 가장 안
전하고 발전된 지역으로 유명하며, 골프 및 다양한 레저활동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Point 2. 클락 지역 내 다른 학교들에 비해 가장 합리적인 학비

클락 지역 내의 다른 국제 학교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며, 다양한 Activity와 영어 집중 수업이 모든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교 수학이 가능합니다.

Point 3.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집중화 된 Curriculum!

학생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하여 TED Talk, Journal Writing 등의 특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Oxford 
University Press, Pearson, LCCI 등 영국 상위 교육 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엄선된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Point 4.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교 Activity!

조리, 컴퓨터 Coding 수업, 주말 축구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Activity를 통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하며 다양한 학
생의 진로에 대한 꿈을 키워 줍니다. 또한 봉사활동, 세미나, 페스티벌 참가 등 대외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Point 5. 매 주 IAP(Individual Assessment Plan)을 통한 생활 및 학습관리!
매주 부모님들에게 학습, 생활 부분 특이사항, 발전된 모습을 공유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학생을 관리 지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토대로 학생들과 상담을 실시하여,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합니다.

Point 6. 늦은 밤 10시까지 이어 지는 학습관리 프로그램!
미국 MyOn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본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

들을 위해 학교 수업 이외 집중 영어수업을 제공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줍니다.

Point 7. 해외 유수 대학과 제휴 및 진학지도 상담 팀 운영!
수년간 많은 학생들을 해외 유수 명문 대학으로 진학을 시킨 경험이 풍부한 진학지도팀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지도하며, 심리상담 전문가와 함께 미술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심리상태 및 치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oint 8. 22년 노하우 헬프 교육 재단과 제휴 IELTS, TOEFL 기초 심화 과정 제공!
졸업 이 후 해외 대학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해서 필리핀 최고의 어학 센터와 업무 협조를 통하여 진학에 필요한 

각종 시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선생님들의 지도를 통해 효과적으로 성적 향상을 가능토록 도와드립니다.



“Bringing the world to you!”

젠트리 국제 학교
젠트리 국제 학교 중등부 고등부 캠퍼스 외관

수영장 학교외관 강의실

식당

초등부 교실 휴게실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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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국제 학교는 클락 지역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을 위한 캠퍼스 1개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한 

캠퍼스 1개 총 2개의 캠퍼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

치원과 초등학교는 클락 국제 공항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등부와 고등부는 공항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헬프 교육 그룹 클락 센터 

내부에 새로이 이전하여 운영 중 입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중 외부에서 부모

님과 같이 지내지 않는 경우, 헬프 교육 재단에서 마련

한 기숙사 시설에서 생활하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하

에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시설 & 서비스

   부대시설 :  도서관, 컴퓨터실, 조리 실습실, 음악실, 학생 휴

게실, 수영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식당, 매점

강의실

시청각 강의실

젠트리 국제 학교 중등부 고등부 캠퍼스

젠트리 국제 학교 유치부 초등부 캠퍼스

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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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Y KINDERGARTEN

모든 아이들의 학습 능력 및 지능은 아이의 성장환경, 부모님으로

부터 받은 선천적 요인, 현재 이이의 심리 상태 등 여러가지 요인

으로 인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강점은 어떻게 교육

받느냐에 따라 무한한 발전을 보이는 점입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의 유치부 과정은 아이들의 지능과 학습 능력이 

서로 다른 점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다른 요소 

개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총 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은 자신의 지능을 개발 시킴과 동시에 

8개의 주제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며 성장합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 유치부 커리큘럼

젠트리 국제 학교 유치부 프로그램의 특징

음악

지식

체육

미술 자연 논리

윤리 문학

유치부 - Pre Kindergarten

Nursery Rhymes 
- Musical Intelligence [동요수업]

Drawing and Coloring
- Visual Interlligence [미술수업]

Story Telling
- Intrapersonal [문학수업]

Dancing and Physical Movement
- Musical and Kinesthetic [체육수업]

유치원 - Kindergarten

Language 
- Linguistic Intellig ence [언어수업]

Arts and Crafts
- Visual Intelligence [미술조각수업]

Physical Movements Bodily
- Kinesthetic Intelligence [ 체육수업]

Mathematics
- Logical Intelligence [수학수업]

Chidren’s Science
- Natualistic Intelligence [과학수업]

Nursery Rhymes 
- Musical Intelligence [동요수업]

유치원 - Kindergarten 

Language
- Linguistic Intelligence [언어수업]

Arithmetic 
- Logical Intelligence [기초산수수업]

Children’s Science
- Natualistic Intelligence [과학수업]

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
- Linguistic Intelligence [영어수업]

Arts and Crafts
- Visual Intelligence [미술조각수업]

Total Physical Response Bodily
- Kinesthetic Intelligence [체육수업]

Song and Rhymes
- Musical Intelligence [음악수업]

□  스페셜 프로그램 [Painting with Teacher Ann]
젠트리 국제 학교는 유치부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최고 
University of Philippines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유화 수업을 통하여 그
림 그리기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전문 심리 상담 및 상담 치료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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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프로그램 [Culinary Program]

 젠트리 국제 학교는 유치부 학생부터 고등학교 과정의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

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성 개발을 위하여, 외부에서 초청한 전문 요리사와 함

께 진행하는 요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요리사와 함께 주제

에 따라 음식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서로 나눠 먹거나 소정의 금액으로 음식을 

팔고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기부하기도 하여, 단순한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젠

트리 국제 학교의 중 · 고등부 학생들은 위의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경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 유치부 Daily Schedule
시간 유치부 - Grade 3 ~ 5

오전반 오후반 월요일 ~ 금요일

09:00 - 09:15 13:00 - 13:15 조회

09:15 - 09:45 13:15 - 13:45 1교시

10:45 - 10:15 13:45 - 14:15 2교시

10:15 - 10:30 14:15 - 14:30 휴식 시간

10:30 - 11:15 14:30 - 15:15 3교시

11:15 - 12:00 15:15 - 16:00 4교시

12:00 - 16:00 - 하교

시간 유치부 - Grade 6

월요일 ~ 금요일

09:00 - 09:15 아침 조회

09:15 - 09:45 1교시

09:45 - 10:15 휴식 시간

10:15 - 11:00 2교시

11:00 - 12:00 3교시

12:00 - 13:00 점심 시간

13:00 - 14:00 4교시

14:00 - 15:00 5교시

젠트리 국제 학교 유치부 과목별 교육목표

음악 [Musical] 체육 [ Kinaestheic] 논리 [Logical] 문학 [Linguistic]

Nursery Rhymes

Song & Rhymes

▶  동요수업을 통하여, 단순히 음악 공부

를 하는 것이 아닌 유아기 언어 발달

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Physical Movement

TPR

▶  무용을 활용하며, 아이들은 창의성과 

독창성을 개발할 수 있으며, 또한 다

른 학생들과 그룹으로 같이 춤을 추며 

유아기 학생의 사회성을 기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rithmetic Locial Mathematic

▶   아이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수학의 기

본 개념과 이해를 돕습니다. 아이들은 

숫자를 숙달하는 수업과 도형, 분수, 

화폐 개념 및 시간에 대한 교육을 받습

니다. 모든 수업은 기본적으로 어린 아

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활동

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

▶  학습자가 자신, 가족, 학교, 지역 사회 

및 주변 세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정

보를 전달하고, 또한 그 내용을 보다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의 역량

을 키웁니다.

지식 [Intrapersonal] 미술 [Visual] 자연 [Naturalistic] 대인관계 [Interpersonal]

Story Telling

▶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구술 교육 방

법중 하나인 Story Telling을 통하여 

아이들은 정보를 정리하는 법, 자신

의 감정을 전달하는 법, 그리고 공동

체 의식 형성 등의 방법을 배우게 됩

니다.

Arts & Craft

Drawing & Coloring

▶  아이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다양한 미

술 활동(그림, 조각, 색칠 등)을 경험하

고, 이를 통해 유아기 학생의 창의력

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

니다. 외부 강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별도의 심리 치료 또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Children’s Science

▶   아이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기초 과학

(오감, 지구의 구성, 동식물의 기본 필

요 요소 등)에 대해서 학습하며, 위 과

목을 배움과 동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

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전 과목

▶  젠트리 국제 학교 유치부는 유아기 아

이들의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이들이 학습하는 모든 과목

을 혼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보다 다

른 학생들과 같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아기 학생들

의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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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국제 학교 초등부 커리큘럼

젠트리 국제 학교 초등부 
Sports & Activities

젠트리 국제 학교 초등부의 하루 일과는 아침 8:30분에 시작하여, 

오후 15:45에 모든 일과가 끝이 납니다. 초등부의 교육과정을 살펴

보면, 단순한 초등교육 과정을 진행하기 보다, 아이들의 국제 사회

로 진출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기 위하여 기초 컴퓨터 과학 (Coding) 

수업과, 창의력 및 논리적인 사고 향상을 위하여 TED Talk 수업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수업을 제외하고도 기초 중국어수업을 교과과정에 포함

하여 보다 국제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 Grade 1 ~ 3 [초등학교 1학년 ~ 3학년]

□ TED Talk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 Mathematics [기초 수학]

□ English [제 2외국어 - 영어]

□ Chinese Mandarin [제 2외국어 - 중국어]

□ Science [기초 과학 수업]

□ Social Science [사회 과학]

□ Character Literacy [문학]

□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

□ VAP [미술, 음악, 체육]

□ Filipino [제 2외국어 - 필리핀어]

초등부 - Grade 4 ~ 6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 English [제 2외국어 - 영어]

□ Mathematics [기초 수학]

□ Science [기초 과학 수업]

□ Chinese Mandarin [제 2외국어 - 중국어]

□ TED Talk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 Business Education [기초 경영학 수업]

□ Social Science [사회 과학]

□ Character Literacy [문학]

□ VAP [미술, 음악, 체육]

□ Filipino [제 2외국어 - 필리핀어]

□ Computer Coding & Robotics
    [컴퓨터 코딩 및 기초 로봇 공학]

Sports

Grade 1, 2, 3 축구, 승마, 수영, 골프

Grade 4, 5, 6
축구, 승마, 수영, 골프, 

그 외 야외 활동

Activities

현지 야외 소풍 (Kidzania, Mind Museum, Dreamplay by Dreamworks, 

Ayala Museum), 필리핀 보이 & 걸 스카웃

□  젠트리 국제 학교는 전 레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스포츠와 야외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 사정상 각 과정별로 활동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스페셜 프로그램 [Chinese Mandarin]
젠트리 국제 학교는 국제 시대의 흐림에 맞춰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영어만을 교육하기 보다,  

중국어 수업을 통해 젠트리 국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보다 국제 사회에서 이바지 할 수 있

도록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수업은 중국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ENTRY ELEMENTARY



젠트리 국제 학교 초등부 Daily Schedule

젠트리 국제 학교 초등부 과목별 교육목표

젠트리 국제 학교 초등부 하루 일과 (월요일 ~ 금요일)

08:30 ~ 09:15 1교시 12:30 ~ 13:15 5교시

09:20 ~ 09:55 2교시 13:20 ~ 14:05 6교시

10:00 ~ 10:10 쉬는 시간 14:10 ~ 14:55 예체능 활동

10:10 ~ 10:55 3교시 15:00 ~15:10 종례

11:00 ~ 11:45 4교시 15:10 ~ 귀가

11:45 ~ 12:30 점심 시간

TED Talk Mathematics English Chinese Mandarin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자

유로운 스타일로 짧은 스피치를 개발

하고 많은 청중 앞에서 발표하며, 구조

를 보다 능숙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을 배웁니다.

초등 수학

▶  학생들은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기초 사

칙연산, 측정, 데이터 분석, 기하학 등의 

이론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초등 영어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작문 또는 말

하기에서 표준 영어 문법 및 사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단어와 

문장 배열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초등 중국어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중국어를 학습

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한자와 

발음을 학습합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학습보다는 읽고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Science Social Science Character Literacy Computer Science

초등 과학

▶  학생들은 오감과 신체 부위 그리고 과학 

지식 등을 배우며 보다 구체적인 기본 과

학(물리, 생물, 지구과학, 화학)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초등 사회 과학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사회 과학 내

의 다양한 영역의 차이점과 유사한점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물

과 땅의 형태, 세계의 경제 역사 등을 학

습합니다.

초등 문자 문학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개인의 자신

감을 키우고, 개인별로 종교, 문화 및 신

념을 존중하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실습합니다.

초등 컴퓨터 과학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컴퓨터의 기

본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며, 기

초 Coding 및 Photoshop, Microsoft 

운영체제에 기본기를 학습합니다.

VAP Filipino Computer Coding & Robotics

Visual And Performing [Arts and Music]

▶  시각 및 공연 예술을 학습하는 과목으로서, 구성은 미술, 

음악, 체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은 다양한 악기를 다

루며 수업을 진행하며,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

진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되었습니다. 

필리핀어

▶  학생들은 매 주 1회 필리핀 문학 및 언어를 공부하며, 문

법의 기초를 다집니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필

리핀 문화와 윤리에 대해서도 학습합니다.

초등 로봇 공학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서 기초 로봇 공학에 대하여 학

습 합니다. 로봇의 움직임을 통해 물리학을 배우고, 또한 

로봇을 조립하며 어떻게 로봇이 작동하는지 원리를 익

힙니다.

□ 스페셜 프로그램 [Boy & Girl Scouts]

지난 2007년, 필리핀에 보이 & 걸 스카웃 프로그램이 정착한지 10

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스카웃팅 프로그램은 많은 어린 학

생들에게 재미있고 다양한 모험과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에게 많

은 것을 요구하고 필요로하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보다 빠르게 적

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스카웃팅 프로그램을 통

해 아이들은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여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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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프로그램 [TED Talk]

TED Talk란,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의 약자로 미국 및 서부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탠딩 스피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주제를 통하여 청중

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토론의 하나로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젠

트리 국제 학교 전 레벨의 학생들은 이러한 TED Talk 수업을 통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

법을 터득하고, 많은 학생들 앞에서 스피치를 진행하며,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할수 있는 능력

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GENTRY HIGH School

젠트리 국제 학교 중·고등부의 하루 일과는 이른 아침 7:50분에 시

작하여, 오후 15:00에 하루가 끝이 납니다. 젠트리 국제학교 중·고

등부의 과정은 미국의 K-12 교육과정 중 기본 중·고등부 교육과정 

및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컴퓨터 과학(

코딩, 웹 개발 및 디자인,TED Talk, International Seminar) 특성화 교육으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지 선생님과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TED Talk 수업을 진행

하여 젠트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Speaking 실력 향상 뿐

만 아니라 창의력 향상 및 논리적 사고 능력을 양성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

코딩수업 국제전형

스포츠TED Talk

□ 스페셜 프로그램 [Computer Science - Coding]

젠트리 국제 학교는 전 레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과학 그중에서도 현 시대에 가장 주

목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Coding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학생들에게는 기초적인 

Coding 수업을 진행하며,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보다 심화 과정의 Coding 수업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Coding 수업을 제외하고도 Photoshop과 같은 디자인 툴을 활용하

여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며, Microsoft 운영체제의 기본 기능과 심화 기능을 배우며, IT분야로 

미래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 주고 있습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 중·고등부 커리큘럼

중등부 - Grade 7 ~ 10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Mathematics [중등 수학]

□ Social Science [중등 사회 과학]

□ Computer Science 
    [중등 컴퓨터 과학]

□ Digital Journalism 
    [디지털 저널리즘]

□ Science [중등 과학]

□ Language Arts [중등 문학]

□ English [제 2외국어 - 영어]

□ TED Talk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실용적인 수업

□ Foreign Language 
    [제 2외국어 수업 - 중국어, 필리핀어]

□ Music Arts Physical Education & Health    
    [예체능 수업]

□ Character Literacy [실용 문학]

□ Technology & Livelihood Education
    [실용 기술 수업]

□ Entrepreneurship [중등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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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프로그램 [Digitar Journalism]

젠트리 국제 학교는 중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저널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

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글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해당 과정에 전문적인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하여 리서치, 보도 및 뉴스 

기사 작성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청중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고, 또한 역동적인 이야기등을 풀어

나가 지속적으로 청중들이 집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 중·고등부 Daily Schedule

젠트리 국제 학교 중·고등부과목별 교육목표

젠트리 국제 학교 중등부 하루 일과 (월요일 ~ 금요일)

08:00 ~ 08:45 1교시 11:25 ~ 12:10 점심 시간

08:50 ~ 09:35 2교시 12:10 ~ 13:30 5교시

09:40 ~ 9:50 쉬는 시간 13:30 ~ 14:45 6교시

9:50 ~ 10:35 3교시 14:45 ~ 14:50 종례

10:40 ~ 11:25 4교시 14:55 ~ 귀가

TED Talk Mathematics English Digital Journalism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자

유로운 스타일로 짧은 스피치를 개발

하고 많은 청중 앞에서 발표하며, 구조

를 보다 능숙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을 배웁니다.

중등 수학

▶   학생들은 각종 도형과 다각형(삼각형, 

평행 사변형 등)에 적용된 수학 공식에 

대하여 학습하며, 이를 통해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향상 시킵니다.

중등 영어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작문 또는 

말하기에서 표준 영어 문법 및 사용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 단어와 문장 배열에 대해서도 학

습합니다.

디지털 저널리즘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여러 측면에

서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글

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

습니다.

Science Social Science Language Arts Computer Science

중등 과학

▶  학생들은 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하는 

방법, 운동 에너지에 근거한 물리적 

법칙, 종의 다양성 및 부모를 통한 후

손을 구별하는 법과 변화하는 환경

에서 적응 및 생존 확률을 높이는 법, 

그리고 화산을 식별하는 법 등을 학

습합니다.

중등 사회 과학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아시아와 

세계 역사 속의 고대 사회의 정치, 경

제, 문화 및 사회 측면에서 생활 양식

을 형성하는 지리학의 관계를 학습하

며, 이를 보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합니다.

중등 문학

▶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세계 여러 

문화의 문학(아프리카계 아시아인, 영

국계 미국인, 그 외 세계 속 여러 작가

들의 문학 서적)을 접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의사 소통  능력을 

발달 시키고,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중등 컴퓨터 과학

▶   학생들은 이 과목을 컴퓨터의 활용 방

향과 컴퓨터 서비스의 기본 이론 및 개

념을 학습합니다. 또한 심화 Coding 

과정과 디자인 역시 동시에 학습이 진

행 됩니다.

실용적인 수업

젠트리 국제 학교 중등부는 위의 기본 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영어를 제외한 제 3 외국어 - 중국어, 타갈로그어 수업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 육성을 하고 있으며, 예체

능 - 미술, 음악, 체육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특기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용 기술 - 요리  수업을 제공하여 젠트리 국제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식당, 카페, 호텔 

등에서 실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등 경영학 수업을 통해 장래의 경영학 생도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인 수업은 정규 교과 

과정을 제외하고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기 위함이며,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개발된 젠트리만의 교육 과정 입니다.

□ 스페셜 프로그램 [International Seminar]

젠트리 국제 학교는 지속적인 고품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GEO(Global Edu-

cators Organization)로 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아 상호간에 의견을 교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전문가와 진학 상담가를 통하여 젠트리 국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언제든지 쉽게 접하여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졸업 후에는 취

업 경로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Seminar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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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life in G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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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국제 학교 Live 경험담

≫ 최** (Grade 10 – Junior High)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머나먼 이국 땅인 필리핀으로 이주하면서 외국 생활을 시작하

게 되었습니다. 저는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공용하는 필리핀에서 일반 현지인들이 공

부하는 학교가 아닌 중국인들 중심의 학교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나름 학교에서 영어

와 중국어를 병행하여 배울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꿈꾸는 미

래를 준비하기에는 제한된 영어 수업과 학습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부모님과 의

논하여 젠트리 국제학교로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젠트리 국제학교를 선택한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전에 공부하던 중국인 학교 및 다

른 학교들에 비해 영어에 집중화된 수업과 학습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나 여러 다양한 영어 Activity 중 하나인 TED Talk과 Journalism(저널리즘) 과정은 이해

하기엔 쉽지 않지만 제가 학교 수업 중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며, 위 수업을 통해서 항상 늘 부족했던 Presentation 

발표 능력과 Academic writing스킬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방과 후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TOEFL & IELTS 수업은 젠트리 국제학교 부속 어학원인 헬프어학원(22년 전통, 

필리핀 최초 기숙 및 시험전문 어학 센터)의 시험 전문반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며, 제가 원하는 대학의 요구

하는 높은 점수를 Step by Step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젠트리 국제 학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젠트리 국제학교는 소수정예(15명) 반을 유지하기에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간에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매일 매일 학교에서의 하루가 상상이 되고, 그 상상만으로도 학교 등

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재치와 능력을 모두 보유한 선생님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여 희망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젠트리 국제학교를 빛내는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 문** (Grade 12 – Junior High)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권유로 필리핀 유학을 오게되었습니다. 평

소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제가 있는 자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젠트리 국제학교로 전학하기 이전 다니던 학교가 지역에서는 알아주

는 명문 학교였고, 다른 똑똑한 학생들이 많았지만 그 학생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 열심

히 공부하여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대학을 준비하는 저를 이

끌어 주기에는 부족한 학교라 11학년때 젠트리 국제학교로 전학을 하게되었습니다. 

젠트리 국제학교는 10학년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및 해외 대학 진학 상담을 시작합

니다. 학생의 적성에 맞는 대학을 추천하고 영어점수(IELTS or TOEFL)와 해당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것을 진학 담당 선생님과 함께 준비하여 가는 것이 다른 학교에서는 찾

아 볼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해외 대학 입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공인영어(IELTS or TOEFL) 점수가 필요한데 이전 학교는 지역에서는 

유명학교였으나 대학 입학을 위하여 학생을 지원해주는 방식 등이 꽤나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젠트리 국제학교

는 방과후 IELTS or TOEFL준비반을 매일 2시간씩 운영하고 있었고, 특별히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젠트리 

국제학교의 부설 어학원인 22년 전통의 헬프어학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들이라 강의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어 목표로 하는 점수를 달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다양한 영어 Activity 중 TED TALK, Digital Journalism 수업은 다른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었고 

회화와 작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스포츠 동아리, Music & Art 동아리는 

학교 생활을 더욱 재미나게 합니다.

저는 이제 12학년으로 대학 지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대학이 요구하는 IELTS 성적외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여 젠트리 국제학교가 기억하는 학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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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Grade 11 - Senior High)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 실력으로 필리핀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

다. 처음에는 번역기를 활용하여야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다른 학생들 보다 더 열심히 공

부를 하여 버클리 지역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하자 마자 다시 한

번 언어의 장벽은 저에게 크게 다가왔고,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싶

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와 같이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학생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젠트리 국제학교에 대한 정보를 듣고 편입을 결심하였습니다. 

젠트리 국제 학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랐습니다. 주말 축구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클럽 활동에 놀랐고, 영어를 잘 못한다 하여 저를 괄시하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닥까지 떨어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

고, 현재는 전교부회장의 직책을 맡을 만큼 사교성도 올라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정신을 젠트리 학교에서 배

운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 젠트리 학교에서 남은 시간은 1년이지만, 그 기간을 보다 더 유용하게 활용하여 목

표로 하는 해외 대학 입학에 도전하려 합니다.

≫ 이** (Grade 11 - Senior High)
사실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부터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고, 학교는 재

미없는 곳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경험해보자 결정하고 해외 유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어 수준이 어느정도 올라오자, 다시 그 일상이 재미가 없었

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젠트리 국제 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젠트리 학교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학교

에서 진행 하는 모든 활동들은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보다 흥미로웠고, 이러

한 것들은 제가 더 열심히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저는 처음으로 “내일은 무슨 활동을 할까?” 할 정도로 젠트리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

과 수업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통해 외국인 친

구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지금은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을 정도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 정** (Grade 10 - Junior High)
제가 필리핀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영어 공부 입니다. 처음에 필

리핀에 도착하여 바기오 지역내의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은 영어보다 필리핀어와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외 학교에서 공부

를 하는 것을 중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었습니다. 한국 지내면서 영어를 포기하

려는 찰나에 어머니 주변 친구들을 통해 젠트리 국제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고, 다

시 한번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에 돌아왔습니다. 젠트리 학교는 모든 면에

서 필리핀 학교보다 달랐습니다. 우선 학교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를 사용해

서는 안되었고, 이러한 점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학교에 머무르는 시

간에는 영어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학교 규율로 인해 저의 영어 실력은 한층 더 

발전 하였고, 다른 국적의 학생들 모두다 영어만 사용하니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보다 원활하게 되어 많

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습니다. 또, 젠트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위에서 말했듯이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

던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러시아계 한국인 이나, 미국계 필리핀인 등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간

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젠트리 학교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제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독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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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국제학교 관리 및 생활

Nurse 
젠트리 국제 학교 내 양호실에는 학교 소속 전문간호사가 상시 근무

하고 있어 평상 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1차 응급조치를 취하고, 5분 거리 내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Cooking Team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 학교에 영양사 및 조리팀을 운영

하여 5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추어진 식단에 맞추어 매끼 한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입이 짧아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편식을 하는 학생들이 음식을 편식하지 않도록 식습관까지 돌

보고 있습니다.

House Keeping  
젠트리 국제 학교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매주 일요일에 

House Keeper (가정부)가 청소를 실시하며, 청소와 동시에 침대 

방역, 침대 시트 커버 / 이불 교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Security Staff   
젠트리 국제 학교는 학교와 기숙사 전 구역에 Security Team을 배

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락 지역 내의 경찰과 협조하여 학교 인근에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Emergency Team  
젠트리 국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늦은 밤에 사고가 

생길 경우, 간호사, 담당 담임선생님, 운전 기사로 구성된 응급조치

반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Laundry Service   
학생들은 매주 3회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물을 맡기고, 정해진 일자

에 세탁물을 찾아 학업 이외의 것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도록 운

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준비물

봄,가을 옷
바기오는 연중 한국의 가을 날씨입니다. 두터운 점퍼도 하나 준

비해 주세요. 클락은 여름날씨라 여름 옷 위주로 준비해 주세요.

여름 옷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 반바지 4~5벌 정도 준비해 주세요.

운동복 평상시(주중) 기본 옷차림 입니다. 2~3벌 정도 준비하세요.

수영복 주말활동 시 수영장 갈 때 입습니다.

속옷, 양말 매일 갈아입으니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신발 운동화(자율외출 시), 샌달(주말활동 시), 슬리퍼(실내용)

세면도구 비누, 샴푸, 린스, 칫솔, 치약, 빗, 샤워타월, 생리대 등

수건 5장 이상 준비해 주세요.

화장품 스킨, 로션, 썬크림 (주말활동 시)

비상약품
영양제, 비타민, 버물리(벌레, 모기 물린데 바르는 약), 

흉터방지용 밴드, 개인복용약

안경렌즈 착용 시 여분의 안경과 렌즈를 준비해 주세요.

어댑터 플러그 모양이 다르므로 필리핀에 맞는 11자형으로 준비해 주세요.

기타 손목시계, 자명종 시계, 우산, 손톱 깍기 등

유의점
휴대폰, 닌텐도, 카메라, MP3, PDP 등 귀중품은 가능하면 보내

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류 과자 및 컵라면, 반찬류도 가급적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FOR NEW STUDENTS & TRANSFEREES

· 입학 신청서 작성 

    (입학신청서는 http://gentryinternational school.com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적 증명서

· 학력 증명서          

· 보호자 ID카드 2개         

· 생활 기록부

· 5 X 5 사진 2장 (미국 비자용 여권 사진)

· 부모님 소득세 신고서 (장학금 지원자에 한 하여 해당)

FOR SENIOR HIGH SCHOOL STUDENTS ONLY

· 학교 교장 추천서

· 최종 성적 증명서 

· 최종 학력 증명서

FOR FOREIGN STUDENT ONLY

· 여권

· ACR ICARD (외국인 등록증 – 앞면, 뒷면)          

· 부모님 비자 (9G Visa) 증명서 [소지자에 한함]

학습 준비물

영어교재 모든 교재는 학원과 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전자사전 전자사전이 있으면 학습 시 편리 합니다.

문구류 연습장, 노트, 필기류 (샤프, 형광펜, 볼펜, 지우개 등)

□ 노트북을 보내실 경우에는 학습 시에만 활용하고, 선생님이 관리합니다.

여행용 가방 준비 시 주의사항

수화물 짐 개인허용무게 20Kg(스프레이 류 반입 불가)

기내용 짐

개인허용무게는 10Kg이지만, 수화물로 보내고 편안하게 가

는 것이 좋습니다.(액체류, 젤류, 손톱깍기, 학용품용 칼, 다량의 건

전지는 반입 불가)

유의점 여권, 항공권, 전자사전 등은 책가방에 넣어서 항상 휴대합니다.

ADMISSION

입학등록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