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럭비 스쿨 타일랜드 개요 Overview of Rugby School Thailand 

 

소개 Introduction 

  

럭비 스쿨 타일랜드 (Rugby School Thailand) 는 2017년 유치원 ∙ 초 ∙ 중 · 고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2세에서 19세까지의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럭비 스쿨 타일랜드 (Rugby School Thailand) 는 영국의 450년 전통의 명문 학교인 럭비 

스쿨 UK (Rugby School UK) 의 유일한 자매 학교입니다. 

 

커리큘럼 Curriculum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 Pre-Prep and Prep 

 

RST 학습 프로그램은 다양한 과목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i.  사회적 교류 및 개인적 성장을 도와줍니다. 

ii.  각 과목별 전공적합성을 찾아주고, 배움의 기쁨을 깨닫게 합니다.   

iii. 학업 지원 및 단계적 성장 

iv. 올바른 직업의식을 개발하고,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갖게 합니다. 

v.  학생들 자신의 근본적인 학업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vi. IGCSE(영국 국제커리큘럼)와 A LEVEL 과정을 준비시킵니다. 

  

RST 학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습니다. 

  

● 초기 기초단계의 영국교육 학습 목표 (5세 까지), 

● 영국 및 웨일즈의 공식 교육과정. 

● 영국 사립학교 시험위원회의 11세+ 및 13세+의 교과 과정 

 

 

 



시니어 과정 (9학년 ~ 13학년) Senior 

 

럭비는 영국의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9학년 (Key Stage 3)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및 지리 수업을 듣습니다. 학생들은 반드시 외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가지를 

선택해야하며, 음악, 컴퓨터 공학, 또는 특별 수학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기, 음악, 디자인, 기술, 철학 수업을 주당 1시간 씩 공부합니다. 

 

10학년과 11학년 (Key Stage 4) 학생들은 IGCSE 과정 (Cambridge & Pearson) 을 공부합

니다. 9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및 생물학의 핵심을 심도 있게 공부합

니다. 학생들은 역사 또는 지리과목, 그리고 외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한가지 

를 선택해야합니다. 그 후, 학생들은 지리, 역사,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기술, 미술, 

음악, 연극, 경영학 또는 체육 중에서 두 과목을 더 선택합니다.  

 

11학년이 되면 6월에 IGCSE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12학년과 13학년 (Key Stage 5) 때는 학생들이 A Level 과정 (Cambridge & Pearson) 을 

공부합니다. 영문학, 영어, 수학, 심화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경영학, 경제학, 역사, 지

리,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기술, 미술 및 디자인, 체육, 드라마, 음악 중 4가지 과목

을 선택합니다. 12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A레벨 과목 중 3개 과목만 공부할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 과정 University Preparation 

 

대학입학능력시험과정(The Sixth Form)을 통해 13학년 학생들과 전 세계 대학 입학을 준비

합니다. 여기에는 영국 대학의 UCAS (대학 입학 지원처) 신청서 작성 지원이 포함됩니다. 

 

● Oxbridge(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 준비 

●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한 SAT 및 ACT 준비 

● 호주 대학 입학 신청 

● 태국 대학의 입학 사정관과 연락 및 교류 

● 학생들에게 태국 대학 박람회 참석 기회 마련 

● 럭비스쿨 타일랜드에 전 세계의 대학 대표를 초청 



기숙사 Boarding 

 

기숙사는 예비학교 (3학년에서 8학년) 와 시니어스쿨 (9학년에서 13학년) 이 별도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기숙사에는 사내 학생들에게 생활 관리와 교육을 전담하는 담당관리인 

(House parents) 또는 남 사감 선생님 (House master) 그리고 여 사감 선생님(House 

mistresses)이 계십니다.  

 

● 학생들은 3종류의 숙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 숙박 (주당 7박) / 주간 숙박 (주당 5박) / 일일 숙박 (주당 2박)  

 

 각 기숙사는 훌륭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3~4학년 학생들은 6인베드 공동침실, 5~9학

년 학생들은 4인베드 공동침실, 그리고 10학년과 11학년 학생들은 2인실을 사용합니다. 12

학년과 13학년 학생들에게는 개인별 1인침실이 제공됩니다. 

 

수준 높은 학교 생활 Enhanced School Day 

 

럭비 스쿨 (Rugby School Thailand)은 연장 수업시간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 하교 17:50

분 / 시니어 스쿨 하교 18:00분) 수업시간은 '모든 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과 시간은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도록 교과 수업, 스포츠 및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됩

니다. 

 

초등학교 통학생들은 학교에서 숙제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으며, 시니어스쿨 학생들

은 원하는 경우, 저녁 식사 시간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 Co-Curricular 

 

럭비 스쿨에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스포츠의 경우, 대회를 개

최하여 타 학교와 경쟁합니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전

체에서 시간표에 체육 과목이 적용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체육 활동 시간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특정한 체육 활동을 배우고 실습합니다. 

 



주요 스포츠로는 7인제 럭비, 축구, 풋살, 농구, 배구, 네트볼, 육상 및 수영이 있습니다. 세

일링, 카약, 승마, 골프와 같은 다른 스포츠들 또한 광범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클럽 활동으로는 체스, 오리엔티어링,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이 있습니다. 럭비 스쿨의 다양한 방과후 활동은 저희의 공동 교과 과

정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음악 Music 

 

음악교육은 럭비 스쿨 학창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9학년이 끝날 때까지 음

악교육을 받습니다. 학생들에게 악기 연주법을 배우도록 하며, 오케스트라, 앙상블 및 합창

단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연례행사인 뮤지컬은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계획되어 있으며, 콘서트와 음악회도 열립니다. 뛰어난 객원 기악 교사들은 럭비스쿨 음악 

프로그램에 깊이를 더합니다. 럭비는 강력한 음악 프로그램이 양질의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

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