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들이 따뜻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를 바랍니다. 
지난 20 년 동안 저는 리젠트 국제
학교를 통해 교육의 비전과 미션이 
성장하고 번영하는 것을 자랑스럽
게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최고 선
생님들의 헌신적인 지지와 열정적
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없었다면 이
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리젠트의 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저마다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창회에서 옥스포드와 아이
비리그를 졸업한 뒤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정부부처에 임명된 졸업
생들의 성공담을 듣다 보면 뿌듯함
을 느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머리(기술 능력), 따뜻한 마음(생활 
능력), 숙달된 손(직업 능력)”을 가
지고 이들처럼 성공하여 우리의 곁
을 떠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리젠트 학교 창립자의 축문



국제학생들은 학교 내 활동으로 태국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리젠트 교장의 환영인사

방콕 리젠트 국제 학교의 입학 설명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젠트 국
제학교는 세계 각지에서 온 훌륭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립학교 입니다. 
우리의교육철학은 학교가 단순히 학생
들이 다음 교육 과정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인생을 준비하는 장소라고 생각
합니다.리젠트는 잘 구축된 전문 교
육기관으로, 학생들은 학교과정을 우
수하게 이수하여 전 세계에 걸쳐 많
은 분야에서전문적인 일들을 하고 있
습니다.

리젠트는 태국의 최고 학교 중의 하

나이며, 특히 Round Square(국제교
류기구)에 소속된 방콕의 유일한 학교
로서, 5개 대륙에 걸쳐 많은 학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학문
적인 우수성을 넘어, 인성 개발, 책임
성등과 같은 우리의 교육 철학을 이루
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캠퍼스를 방문하셔서 따뜻한 환영
과 저희 학교만의 특별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 개의 대륙에서 온 라운드 스퀘어 교환프로
그램에 참석하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개최되는 라운드 스퀘어 글로벌 컨퍼런스라운드 스퀘어 교환프로그램

라운드 스퀘어 국제행사장에
서 엘리자베스2세 여왕과 왕
의 모습

우리 학교의 철학과 목표

우리는 종교, 성, 인종, 문화와 상
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들을 
유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
니다. 저희는 Round Square처럼 
현대적인전체주의 교육에 영향
을 받은 최고의 영국식 교육을 제
공합니다. 리젠트에서는 30여 개
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국제적 다양성과 공동체의식을 만
들어 나갑니다.   궁극적으로, 우
리는 관리, 지도, 지식의 올바른 
균형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
고 이룰 수 있도록 믿게 해주고, 확
인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우리학생들은 교내에 위치한 야마하 학교에서 
음악적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첨단 리젠트 학교의 시설은 학생들의위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갗추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풋볼 아카데미의 축구 코칭 하퍼 골프의 골프 코칭

우리의 비전과 미션

우리의 비전은

모두에게 최고의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학생들이 다재다능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책임감 
있고,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감 있는 글로벌 시민이 되도록 
가이드하는 것 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통치와 환경에 대한 
책임감, 모험심, 자아 발견과 용기, 다른사람에 대한 봉사정
신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은 학생들의 높은 잠재력을 끌
어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OUR STAFF’S COMMITMENT AND DEDICATION TO THE STUDENTS
SET US APART. THEY ARE THERE TO ENSURE STUDENTS REACH
THEIR HIGHEST POTENTIAL

리젠트의 선생님들

우리학교의 교사들은 학교의 중추
이고, 지식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평생 학습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우리 선생님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온, 자
격 요건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정 분야에 있어 열정, 
드라이브, 우수한 지식과 교육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
들은 영국에서 인정한 자격증
(QTS)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리젠트
는 엄격한 교사 선정 절차로 다른 대
부분의 국제학교보다 낮은 교사 회전
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선생님들
은 다양한 개인적인 성과를가지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우리 학교교육과정
을 폭넓고 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수업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핵심이고 따
라서 활동적인 놀이를 통한 수업에 중점을 두고 있
습니다.

리젠트의 유아교육은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들이 
2~5세 아동들의 건강한신체 
발달과 성장에 집중합니다. 
아이들은 보육원반, 유치원반, 
리셉션반 총 3개의 반으로 나누
어지며, 아이들은 소규모 그룹
으로 구성되어 각반의 선생님
과 보조 선생님, 두 분의 보살
핌을 받습니다.

우리는 창의적 학습은 건강한 
신체 발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
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연극수
업처럼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교육
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We work hard to ensure that
all children have taken big steps forward

by the end of the early years'
foundation stage

in LANGUAGE,
LITERACY &

PERSONAL
DEVELOPMENT

유아교육



초등학교(Primary)

Primary 학교는 아이들 각자 필요한
공부, 탐구, 성장 등의 요구들을 돌
봐줍니다. 학교수업은 재미있으면
서 아이들과 관련되어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헌신적인 우
리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연령
에 맞춰 영어, 수학 과학 등을 소개
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수영, 

창의적 예술 활동, 음악, 연극, 외국
어 등을 포함한 체육수업을 받으며, 
모든 학생들은 개인적인 배경, 사고
능력에 상관없이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
(Secondary)에 도전할 수 있는 기
술, 능력, 마 음 다짐을 가지고 초
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11 ~ 14 세 (7 ~ 9 학년)의 학생들은 
영국의 교육과정에있는 수학, 영어, 
과학의 핵심 과목을 공부합니다. 14 
~ 16 세의 학생들은 명성 있고 국제
적으로 인정받은 IGCSE 시험 (10 ~ 
11 학년)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합니
다. 중고등부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 스포츠, 라운드 스퀘어의 전반
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 

그리 고 학생들은 커뮤니티 서비스와 
방과 후 수업 등의 외부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관심 분야를 확장시킬 수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를 통해 동정심과 배려심
이 있는 책임감을 갖춘 사회 공동체
를 구현하는 구성원이 됩니다.

중학교(Secondary)



국제 바칼로레아(IB: 국제대학입학시험)

IB는 세계 최고의 대학들로부터 인정받은 중
고등부 과정 졸업 자격증입니다. 16 ~ 18 
세의 학생들은 언어, 사회, 과학, 수학 그리
고 예술 중에서 한 부분을 추가 선택하여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 습니 다. 필수적인 글
쓰기 수업 (EE)과 창의성, 활동과 서비스 
(CAS)는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
의 서비스에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스스로의 통찰력을기를 수 있습니
다. 현재 대학들은 학업 성적보다 더 많은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들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
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가이드를 제공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잠재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숙련된 대학안내, 시간
관리에 대한 조언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교
내의 지원과 격려를받는 것을 보장합니다.

리젠트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기숙사에서 교사의 도움을 항상 받을 수 있습
니다.

-

기숙사 생활

리젠트 기숙사에서는 동료애와 소박함
을 느낄 수 있으며, 기숙사 학생들은 집
과 같은 편안함으로 지적으로, 감성적으
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리젠
트 방콕 국제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필요
로 할 때면 언제든지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으로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기숙생활은 악명 높은 방콕의 교통체
증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또한 매일 저녁마다 있는 개인 보충 수
업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
다. 그리고 다양한 국적, 관심분야, 재
능, 개성들이 혼합되어 다양하면서 번
성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는 필요에 따라 주중, 전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업이 시작할 때부
터 기숙사가 제공됩니다. 



연극과 같은 창의적인 예술영역의 기술들은 종종 
미래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기회가 됩니다.

교외 활동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함께 교외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민
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과 능력들을 얻는 것에 중점을 둡니
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주의, 민주주
의, 환경보호, 모험심, 리더십, 서비
스의 정신에 기반 한 Round 
Square IDEALS와 IB프로그램의 
CAS(Action & Service)와 같은 창의
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리젠트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도 록 격려하고, 

각각의 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동아
리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철학, 미술, 과학, 음악 
등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있
습니다. 
이러한 공통교과과정과 교외교과과
정은 코창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리
젠트 학교의 외부 센터에서도 가능하
며,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은 앞으로
의 삶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피제이 테니스의 테니스 코칭 



학생들은 전통적인 영국
식 기숙사에서 한 학기 동
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교
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리젠트 국제학교
는 학생들이 영국에서 지
내면서 계속 공부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영
국에 대해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학
생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계에 발 
빠르게 적응 할 수 있는 능
력을 기르게 됩니다. 

해외 연수

바르나디스톤홀에서 영국유학 경험은 학생들에게 승마, 하키, 네트볼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라운드 스퀘어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로서, 우리는 학생들이 교실 
안밖 모두에서 하고 있는 일의 중
심에 6개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
니다.

이러한 6개의 가치는 6개의 기둥
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각 
각 민주주의, 환경에 대한 책임감, 
모험심, 리더쉽 그리고 다른사람
에 대한 봉사정신을 의미하며 기
억하기 싑고 적절하게 앞의 약자
를 따서 'IDEALS' 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취감은 교과 
과정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현실에 
반영되는 이러한 'IDEALS' 에서 
부터 나옵니다.

성과

우리의 성공의 열쇠는 우리의 교
사진의 질과 모든 학생들에게 훌
륭한 본보기가 되겠다는 그들의 
헌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요 교사진들은 영
국의 교사자격증을 갖춘 교사들
이며 우리는 자격을 갖춘 교사들
의 채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어과목 교사들을 제외하고, 
모두 영어권 원어민 교사이며, 그 
중 90퍼센트가 영국인입니다. 
Oxford, Cambridge, London 
School of Economics, Imperial 
College London, the Royal 
College of Music London, 
Stanford, MIT, Whart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UC Berkeley,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와 서울
대학교 등의 명문대학교에서 우
리학생들이 합격통보를 받았으며 
그 중에 일부분은 장학생으로 선
정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승인과 성과

학교승인

리젠트국제학교는 국제바칼로리
아와 국제학교협의회(CIS)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리젠트는 태국국
제학교협회와 태국국제헉교활동
위원회의 회원입니다. 또한 아시
아 영국계 국제학교 연맹 
(FOBISIA)의 멤버이며, 태국에 주
재하고 있는 외교단들에게 자녀 
교육처로 명망이 높습니다.

리젠트국제학교는 영국 왕과 왕자
가 후원자로 있는 명성있는 라운
드 스퀘어 협회의 글로벌 회원입
니다.

전 세계의 160개의 라운드 스퀘어 
학교들은 미래의 우리 지구촌을 
위해 다재 다능한 지도자들을 배
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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