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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K 2–4 
RIS 유아 프로그램은 2살부터 시작합니다. 각 
교실마다 보조교사나 교사 보조원의 지원을 받는 
인증된 교사가 있습니다. 또한 각 유아 2세 교실에는 
유모가 있습니다. 모든 반들은 학생 대 교사의 비율이 
낮습니다.  저희의 유아 커리큘럼은 아이들이 자신들 
학습을 스스로 지도하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 접근 
학습법을 기반으로 배우며 개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유치원(KG)-5학년
유치원(KG)-5학년에서 저희의 핵심 과목은 AERO 
(American Education Reaches Out) 표준과 일치하며, 
공인된 초등교사들이 가르치게 됩니다. RIS는 교육에 
대한 균형적 접근법에 따라 과학과 사회를 포함한 
모든 반에 읽기와 쓰기, 수학 스킬 -따로 각각 학습-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학생들은 
음악, 예술, 가치관, 체육, 그리고 태국어를 전문적인 
선생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우리 학교의 가치관은 우리의 철학과 커리큘럼의 
핵심입니다. RIS에서는 우리는 각 학생들의 머리
(지식), 손(기술), 그리고 마음(가치)을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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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익스텐션휠
(Extension Wheel)
5학년때, 학생들은 표준 중국어, 스페인어, 
기술, 그리고 건강을 포함한 익스텐션 휠 
수업을 받습니다.

건강과 가치
RIS 건강과 가치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이 
자각적이고 건강한 삶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 지지, 그리고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중점을 두어 계획되었습니다. 5학년 학생들은 
모의국제연합 프로그램에 소개됩니다.

커리큘럼 하이라이트

테크놀로지
RIS의 Scaffolded 장치 프로그램은 아이패드와 
크롬북을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넣어 그들에게 건강하고 적절하며, 
신중한 기술의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자원을 소개합니다. 

PreK와 KG 학생들은 특별한 학습 공간인 
아이패드를 사용하도록 한 교실을 
갖습니다.

1-2학년 학생들은 수업용 크롬북 세트는 
물론 1:1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5학년 학생들은 수업에서 크롬북을 각자 
사용하며 통합 교실 접근과 디지털 건강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한 기술 사용에 
대해 배웁니다.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표준 기반의 보고를 사용하며, 해당 
학년 수준의 학습 목표가 달성 되었는지 
측정합니다.  표준기반 보고서는 간단한 점수가 
아닌,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것을 배웠는지에 대해 
설명 합니다.

교과과정의 각 단위에 내포된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일년 내내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많은 부분은 수학 평가를 

위한 Bridges, 읽고 쓰기를 위한 Fountas and 
Pinnell, 그리고 글쓰기를 위한 6+1 Trait® Model 와 
같이 저희의 특정 주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3-5학년 학생들은 1년에 두 번 읽기, 
수학, 언어 사용에 대해 컴퓨터로 된 
MAP(Measure of Academic Progress) 
시험을 봅니다. 이러한 시험은 적응이 
가능합니다 – 각 문제의 난이도는 각 학생이 
이전 문제에 얼마나 대답을 잘 했는가를 근거로 
합니다. 교사들은 각 학생의 진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결과 및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상해야 하는 영역을 
확인하며, 그에 따라 학생 지도를 목적에 맞추어 
조정합니다. 

자녀들의 학교 종합성취도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학부모님들께 제공해 드리기 위해, 각 학생의 

학습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보고서를 
마무리합니다. (예,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완료하는지, 준비가 되어 수업시간에 

도착하는지, 토론에 기여하는지)

루암루디(RUAMRUDEE) 국제학교 
6 Ramkhamhaeng 184, Minburi, Bangkok 10510, Thailand  

전화: +66 (0)2 791 8900  팩스: +66 (0)2 791 8901–2  www.rism.ac.th  info@rism.ac.th

교내외 활동평가

카운셀링 프로그램
초등학교 카운셀링 프로그램은 우리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행복을 지원합니다. 공인된 카운셀러가 교실 
수업을 준비하며, 학교나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개인이나 그룹 상담을 제공합니다.

POP 스타 프로그램
POP 스타 프로그램은 긍정적 태도와 
강점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가치와 
목표를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했을 때  “POP 

스타”상을 받습니다.
 

피닉스PaLs
Peers and Leaders (PaLs) 프로그램은 4학년과 5학년 
학생들에게 다른 학생들을 위한 롤모델 역할을 하며 
캠퍼스에서 서비스와 리더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피닉스 PaLs은 지역 고아원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모읍니다.

학부모 워크샵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돕고, 
가정과 학교사이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년 내내 학부모 티타임 (Coffee talks)을 주최합니다. 
주제는 학교, 성장 사고방식, 디지털 건강 등에 관계된 
것들을 포함합니다.



행사

어린 작가 행사
PreK–1학년 학생들은 5월 어린 작가 행사에 
학부모님들을 교실에 초대합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만들어 낸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공유한 후에는 1
년 동안 학생들이 배운 것과 작가로서 어떻게 
성장 했는지에 대해 되돌아 봅니다.

스타 키즈 디스커버리
인기가 많은 이 연례 행사는 교실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들의 멋진 재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이 악기 
연주, 노래, 시, 마술, 스토리텔링, 체조 등이 
포함된 단독 혹은 그룹공연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인터내셔널 위크
매 년, 저희는 학생들이 다른 문화와 종교의 
인식과 존중을 고무시키는 문화적 활동으로써 
인터내셔널 위크를 진행합니다. 이 주에는 
학생, 교사, 가족 모두가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멋진 국제 음식 
박람회로 마무리합니다.

과학 쇼케이스
매년 봄, 저희는 학생들이 풀었던 모든 종류의 
놀라운 과학 프로젝트와 현실 세계의 문제들을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각 
학년은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며, 
학생들은 그들의 프로젝트와 계획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지 선택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직접하는 실험과 함께 디지털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