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

암루디(RIS) 중학교의 목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창조적이고 인정이 많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RIS 중학교의
핵심 철학인, “배움, 탐색,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정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학업, 운동, 예술의 길을 제공합니다.

신중하게 만들어진 구조 내에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균형과 선택권을 주어 이 시기에 사회 및 정서 발달
과정에서 겪는 많은 변화들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중학교 커리큘럼
중학교 교과과정은 대부분 AERO (American Education Reaches Out, 해외 국제학교를 위해 미국 정부가 만든 커리큘럼)
기준을 따르며, 과학의 경우 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미국의 차세대 과학 교육 기준)을 준수합니다.
검증된 기준에 따라 RIS의 단원과 평가 방침을 세움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그 이상의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필수과목
영어
수학
사회과학
과학
체육
태국어 (태국시민에 해당)
종교 (가톨릭 신자인 학생에 해당)

한 학기 (전체):

선택과목
합창
연극
종합 미술
3D 아트
조리
설계기술
21세기 기술
발견과학 (전자공학)
컴퓨터과학 (코딩)
사진

연간
밴드
표준중국어
스페인어
연감 (7&8학년만 해당)

시각예술
공연예술
참고: 6학년 전원은 선택과목 1개를 이수합니다: 합창, 연극, 미술, 설계기술 또는 밴드 (1년과목)

올

해 초부터 RIS 중학교는 계단식 일정표를
도입했습니다. 4일을 기준으로 각 수업의 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이 바뀔 때 학생들의 학습
성과가 향상된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표를 조정한 결과 학생 집중 시간 (Student Focus
Block)과 건강 & 복지 및 가치와 같은 몇 가지 추가 핵심
교육 과정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평가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 집중 시간은 학생들이 많은
과목을

접해보도록 동기부여 하면서 개개인의 관심사를 한층
깊이 탐구해 볼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시도입니다. 학생
집중 프로젝트는 스스로 방향을 잡고 –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목표를 스스로 정한다 – 교사들은 학생들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 집중
시간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도움 주거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2018-2019 중학교 연속 스케줄 예시
A

B

(60 분)

D

사회

선택과목

자문/조회

7:15 – 7:25
7:30 – 8:30

C

언어학

체육
휴식(20분)

8:30 – 8:50
8:55 – 9:55

수학

언어

과학

과학

10:00 – 11:00

사회

수학

언어학

체육

11:05 – 11:50

학생 집중 시간
(개입, 컨텐츠 지원,
연장)

상담

학생 집중 시간
(개입, 컨텐츠 지원,
연장)

건강/가치

(60 분)
(60 분)

(45 분)

점심(40분)

11:50 – 12:30
12:35 – 1:35

세계어 또는 선택과목

사회

선택과목 (외국인)
또는 태국어i

선택과목

1:40 – 2:40

선택과목 (외국인)
또는 태국어i

과학

세계어 또는 선택과목

수학

(60 분)

(60 분)

학생지원

상담프로그램

학생이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추가로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개별 학생의 요구에 맞게 가능한 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급과 시험성적, 교사 카운셀러, 행정직원,
학교 심리학자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결정됩니다.

우리 학교의 피닉스 원칙 – 머리(지식), 손(기술), 심장(
가치) – 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자문 프로그램은 소규모의
가족 같은 모임을 통해 일종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학생들은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디지털 시민의식, 공감과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주제를 탐구하면서 기술 습득
활동에 참여하여 학업 발달, 사회적/정서적 필요성과
글로벌 정신을 갖추게 됩니다.

RIS 중학교는 통합 공동 교수(co-teaching) 모델을
적용하여 언어 과목 및 인문계 수업 학생들에게 영어
발달(ELD) 및 학습 지원(LS)을 제공합니다. 즉 지원 교사가
동급 학생과 교사가 사용하는 같은 교실에서 ELD와 LS
학생들에게 추가 도움을 제공합니다. 공동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목표에 맞게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구상합니다. 수학과 과학의 경우, 교사나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생 집중 시간에 추가 도움을 제공합니다.

RIS 중학교는 학생들이 동급생, 선생님들과 진정성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에서 적어도 1명의 어른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평가
RIS 중학교는 기준을 기반으로 한 등급 및
성적을 매겨 학생들이 학년말까지 완수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미달 Below’,
‘분발 Progressing’, ‘만족 Meeting’, ‘우수
Exemplary’가 바로 그것입니다. “M” 등급을
받으면 학생이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E”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기술을 보여주거나 (한 과목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과목에 적용하는 방법)
수업 시간에 배운 것 이상으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어 독자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준 기반의 성적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에
좀 더 책임감을 갖도록 하여 성장하기 위한
자신의 강점과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학업 성취도를 목표로 한 이러한 시스템과는
별개로 학생들의 행동도 사고방식 (Habits of
Mind)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책임, 참여,
존중, 숙고. RIS 중학교에서는 사고방식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IB 접근방식을 기준으로 한
교수법과 학습에 따라, 이러한 기술과 성향은
무엇을 배우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는
지도 학생의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습득하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2017–2018 봄 MAP 데이타(국제 평균 비교)
학년

수학

리딩

언어 사용

카테고리

RIS

세계

싱가포르

RIS

세계

싱가포르

RIS

세계

싱가포르

6학년

237

215

231

220

206

220

222

208

222

7학년

246

223

238

226

211

225

227

212

226

8학년

248

230

245

228

217

228

229

217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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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활동
모든 중학생들은 다양한 선택과목, 동아리,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리더십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의 사명과 비전에 따라, 중학생들도 태국 전역의 자선
단체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학습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봉사 참여 기회는 학생들이 직접 현실을 경험하여 교실
밖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학교의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
U11, U13, U15 팀의 우리 남녀 학생들은 다음 스포츠 분야에서 BISAC (방콕 국제학교 체육대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축구,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농구, 배구, 소프트볼, 크로스컨트리, 여자 터치럭비/남자 7인제 럭비.

머리

손

모의국제연합 (MUN)

왕국 탐험

MUN
클럽은
국제관계,외교에
대해
가르치면서
현재
세계의
이슈들을
파악합니다.학생들은 클럽 활동을 통해 스피킹,토론,
작문 실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팀워크,그리고 리더십
능력을 키웁니다.

이 1박2일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교실 밖 자연으로 안내합니다.학생들은 팀빌딩,
동료와의 유대감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경험하는 동안
환경과학,보존,지속가능성에 대해 배웁니다.

조리 프로그램

중학교 학생회
중학교 학생회의 학생들은 학교행사 및
기금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며,다른 학생들과
정보를 교환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교 대사로 활동합니다.

학교의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최첨단
주방시설에서 학생들은 기본적인 썰기와
깎기에서 디자인, 요리,그리고 자신만의 메뉴를 선보이는
것까지 다양한 요리 기술을 배웁니다.

세계 장학 컵 (WSC)

산업디자인/메이커스페이스

이세계적인학업적도전을통해학생들
은전세계의학생들과경쟁하면서협업,
토론,발표기술을배울수있습니다. WSC
학생들은대회를위해국내외로여행할기회도가지게됩니다.

지금 일부 명문 대학에서는 설계 사고 과정을
이용하는
엔지니어링
기반
프로젝트의
표본인 “메이커 포트폴리오”를 요구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양한 도구와 만들기 재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로봇과 작은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심장
카밀리안 홈

매챔 재조림 및 수자원 프로젝트

지난 10년 동안, RIS 중학생들은 고아,버려진 어린이,
장애나 HIV/AIDS를 앓는 어린이를 돕는 비영리 자선단체인
카밀리안 홈을 위해 모금을 해왔습니다.학생들은 그
곳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지내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RIS는태국산림부와 협력하여 태국 북부의 7개 시골마을에서
제방을 쌓고, 유역을 보호하고, 나무심기를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8학년 학생들은 현지 홈스테이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통 태국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이 신부 재단과 사르넬리 하우스
학생들은 학년 내내 다양한 모금행사와 함께 이
레뎀프토르회 재단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모여진
기금으로는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자료,의료용품,
그리고 개인 물품을 공급하는데 사용됩니다.

RISing 커피
이 공정무역 프로젝트는 NIST와의 협력으로 우리
중학생들이 시작했으며,치앙마이의 커피농가가 커피의
광고와 판매를 통해 생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적 위기에 대처
2004년 거대한 쓰나미가 태국을 강타한 이래 RIS 학생들은
태국 적십자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현지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