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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전통의 우수한 교육
1957년에 설립된 루암루디 국제학교(RIS)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WASC와 태국 교육부가 완전히 인가한 국제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RIS는 세계 교육의 우수성과 혁신을 자랑하는 모범 학교이며 태국 최고의 국제학교
중 하나입니다.
“루암루디(Ruamrudee)”는 “마음의 결합”을 뜻하는 태국어로, 모든 아이들을 환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따뜻하고 환영 받는 학습 환경을 보장한다는 우리 학교의 철학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PreK 2부터
12학년까지, RIS는 1,200명의 학생들에게 전문 지식, 창의력, 공감력을 갖춘 진보적인 교수진들이 참여해 구성이
탄탄하게 수정된 미국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RIS 교수진들은 68% 이상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IB World School인 RIS는 국제학사학위프로그램과 대학과목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
옵션을 제공하는 태국에서 몇 안 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내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등 지속적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은 법조계와 비즈니스, 의학, 정치, 외교 분야에서 현지 및 국제적으로 뛰어난 인사들로 성장했습니다.
RIS 학생들은 학생수가 적은 수업을 듣고, 적절하며 혁신적인 선택과목, 현대 언어, 활발한 공연 및 시각 예술
프로그램을 배웁니다. 학교 심리학자가 주관하는 학생 서비스 부서는 ELD(영어 발달)과 LS(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RIS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놀라운 우리 학생들은 교실 안과 밖에서 모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RIS는 70개 이상의 다양한 스포츠
팀을 갖추고 있어 동남아시아의 국제학교 중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 중 하나입니다. 또한, 모의국제연합,
명예학생단체, 세계학술대회, 해비타트 운동 등 학술적이고 사회봉사 개념의 동아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과 연장선 프로그램에는 패션 디자인에서부터 게임, 요가, 댄스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이고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RIS는 학생들의 정신과 손과 심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방콕 인접한 외곽에 위치한 3만5천 평이 넘는 깨끗한 대기질의 캠퍼스는 수완나폼국제공항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다양한 교외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 올림픽 FINA 표준 수영장, 여러 개의
코트, 두 개의 도서관 등 각 구역 별로 별도의 건물이 있는 RIS는 활발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의 장을 열어줍니다.
최첨단 시설에는 21세기의 학습 공간, 녹음 스튜디오, 요리학과, 메이커스페이스, 로봇 실험실 등이 있습니다.
캠퍼스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은 따뜻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현대적이고 대학교 스타일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그래왔듯이, 우리의 목표는 창조적이고 공감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IS 학생들이 계속해서 세계에서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유산을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