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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는 만 2세부터 18

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하여 훌륭한 기숙학

교로서의 교육환경과 학교 교육을 제공합

니다.

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는 460년 교육의 

역사를 지닌 명문 영국 브롬스그로브 학교

의 자매 학교로서 국제 환경에 전통적인 영

국식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 개개인의 

발전에 초점을 둔 영국 모교의 교육과정을 

지향합니다. 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명성을 누리고 있는 

영국 교육과정을 따르며,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배울 것인

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비판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는 교

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부리 람캄행 164번지에 위치한 저학년 

캠퍼스는 만 2세(Pre-Nursery)부터 만 6

세(Year 1)까지의 어린 학생들에게 친숙하

고 안전하며, 흥미롭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을 제공합니다. 

 

민부리 수윙타웡 윈저파크 골프장 내에 위

치한 윈저파크 캠퍼스는 만 6세(Year 2)부

터 만 18세(Year 13)까지의 학생들에게 초

등, 중등,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제공하

며, 친환경적인 환경과 더불어 천연 잔디 운

동장, 실내 체육관, 25미터 야외 수영장, 야

외 농구 코트, 골프 퍼팅장, 국제적인 수준

의 525 좌석의 공연예술센터 등 최상의 교

육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는 무엇보다 학생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재학생들은 우호적이

고 친밀한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에서 숙련

되고 경험이 많은 교사들로부터 광범위하

고 균형 있는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브롬스그로브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들에

게 학업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과 발전

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지속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창의성, 자신감, 겸손함을 겸비하여 조화롭

게 성장하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

도하고 육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학부모 핸드북의 정보가 자녀의 학교 생

활에 대하여 부모님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

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나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처에 기재된 관련 담당 

스탭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r Dan Moore

Headmaster & CEO

학교장 선생님의 환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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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긴밀하게 연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래, 학교의 주요 연락처, 이메일 및 전화번

호 목록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행정 지원 및 입학처
윈저파크 학생 정보 센터:
       adminsic@bromsgrove.ac.th 02-989-4873 내선. 201

저학년 캠퍼스 안내 데스크: 
eyfrontoffice@bromsgrove.ac.th	 02-540-7122-3

저학년 캠퍼스 입학처:
eyadmissions@bromsgrove.ac.th		 02-540-7122-3

윈저파크 캠퍼스 입학처:
       admissions@bromsgrove.ac.th  02-989-4873 내선. 103 혹은	115

재무부  

총괄 재무부서:         accounts@bromsgrove.ac.th 

버스 운행
저학년 캠퍼스 버스 운행:

eybus@bromsgrove.ac.th	 	 02-540-7122-3

윈저파크 캠퍼스 버스 운행:
schoolbus@bromsgrove.ac.th 02-989-4873

학교 보건실
저학년 캠퍼스 보건실:

eyschoolclinic@bromsgrove.ac.th	 02-540-7122-3

윈저파크 캠퍼스 보건실:
schoolclinic@bromsgrove.ac.th 02-989-4873 내선. 612

주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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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결석 (유치부) 

eyabsence@bromsgrove.ac.th	 02-540-7122-3

결석(초등학생)
adminsic@bromsgrove.ac.th 02-989-4873 ext. 201

결석(중고등 학생) 
adminsic@bromsgrove.ac.th 02-989-4873 ext. 201

기숙사 퇴소 
boardingabsence@bromsgrove.ac.th 02-989-4873	ext.	513

학교 임원
학교장                     Headmaster@bromsgrove.ac.th 
저학년 캠퍼스 교장           HeadofEY@bromsgrove.ac.th 
초등학교 교장              HeadofPrimary@bromsgrove.ac.th 
중, 고등학교 교장                HeadofSecondary@bromsgrove.ac.th 
기숙사 사감              HeadofBoarding@bromsgrove.ac.th
방과후 활동 및 체육부장        HeadofSport@bromsgrove.ac.th

중고등학교 하우스 팀장, 교육 이사 및 Sixth Form 이사
에드워즈 Edwards:        Headofedwards@bromsgrove.ac.th 
월터스 Walters:         Headofwalters@bromsgrove.ac.th 
테일러 Taylor:        Headoftaylor@bromsgrove.ac.th 
교육 이사 :        dos@bromsgrove.ac.th 
Sixth Form 이사 :        dosf@bromsgrove.ac.th 

학교 주소
Early Years campus:

344 Mu 12 Ramkamhaeng 164 Rd, Minburi, Bangkok 10510

Windsor Park campus:

55 Mu9 Windsor Park Golf Club, Suwinthawong 15 Rd, Minburi Bangkok 10510

      웹사이트:  www.bromsgrove.ac.th
      저학년 캠퍼스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st4ey
      윈저파크 캠퍼스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s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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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년도 동안 학교는 안내문, 이메일, 부

모님 상담 등 여러 채널을 통하여 부모님과 

소통할 것입니다. 학교는 부모님께서 학교

와 공유하여 주시는 어떠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

아 들이며 자주 연락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특성상 교사들의 수업 일정과 학교의 여러 

업무로 인하여 부모님께서는 교사와 사전 

약속 없이는 만남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

립니다. 자녀의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관계

자분과 미팅을 원하실 경우, 담임 선생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윈저파크 캠퍼

스 SIC 센터 또는 저학년 캠퍼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마다 학교는 연중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

며 부모님께 가정 통신문을 보냅니다. 친환

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는 여러 안내

문을 부모님 이메일로 발송하오니, 부모님

께서는 정기적으로 이메일이 잘 수신 되는

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공문의 경우, 문서로 안내문을 발송

합니다. 이메일로 받은 공문의 출력을 원하

실 경우 학교로 연락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

를 출력하여 드리겠습니다.

매주 이메일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 저학년 

캠퍼스와 초등학교 학부모님께 발송됩니

다. 한 주에 배웠던 것을 중심으로 사진, 숙

제, 새로운 소식 및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하

여 제공하며 중,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담

임 또는 교과목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학업

발달 사항 또는 학교 액티비티 등과 관련하

여 연중 필요 시 이메일을 발송합니다.

학교생활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

항을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저학년 캠퍼스는 프론트 오피스

로 윈저파크 캠퍼스는 SIC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관련 담당자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

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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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자녀가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으면, 재무부서는 교육비 관련 청구서를 부모

님께 발행할 것입니다. 학비는 자녀가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비 전액이 우선 지

불되어야 합니다.

학비 전액이 지불되면, 학교의 스쿨샵에서 학생의 교복 구입이 가능합니다.

매 학년도 3월에 발행되는 ‘등록금 지불 일정’에 따라 모든 청구서가 발행됩니다. 학비는 매 

학년도 첫 학기 시작 전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분이 기숙사 학생이라면 학비 전액이 지불되기 전까지 기숙사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다음 학기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입학처에 연락하

십시오. 자퇴 양식은 입학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보증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자퇴 한 학기 전에 (온전한 한 학기) 자퇴 양식을 작성

하여 ‘등록금 지불 일정’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및 다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윈저파크 캠퍼스 내 SIC 

또는 저학년 캠퍼스 사무실로 연락하여 반드시 학교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자퇴 & 재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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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모든 학생들의 학술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모와 보호자의 지원을 중

요하게 여깁니다.

더불어,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복, 학교 주변에

서의 행동,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칙과 정책을 따를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학생, 학부모 및 학교 협약을 정하였으며,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

이 이에 동의하고 준수하기를 바랍니다.

학생 협약

나는:

1.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2.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학교에 매일 출석할 것입니다.

3. 학교와 수업에 지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4. 학교의 교복 복장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5. 학교의 휴대전화 정책과 행동/수행 정책에 따를 것입니다.

6. 나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7. 수업시간이나 교내 어느곳에서든 항상 영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8. 학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소지하겠습니다.

9. 도움이 필요할 경우 요청하겠습니다.

10. 최선을 다하여 숙제를 선택하고 완성하겠습니다.

11. 학교의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홍보 대사가 될 것입니다.

12. 다른 이들의 견해를 인정하고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할 것입니다.

13. 학교에 대한 나의 의견을 학생회를 통하여 충분히 전달할 것입니다.

14. BIST 학습자 덕목의 모든 특성을 발전시키고 보여줄 것입니다.

학생, 학부모 및 학교 협약

10 | School Information Handbook for Parents & Guardians



학부모 협약

우리는

1.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2. 자녀가 학습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을 갖추어 등교하고, 제 시간에 학습할 수 있도

록 하며, 높은 출석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자녀가 숙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조용한 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4. 자녀에게 하루의 일과를 물어보며 내 자녀의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5. 학부모-교사 협의회 관련 행사 및 학부모 워크숍에 참석하여 학교와 내 자녀를 지원할 것입니다.

6. 자녀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7. 교육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학교의 모든 정책을 준수할 것입니다.

8. 학교를 위하여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학부모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9. ‘라인’ 또는 다른 소셜 미디어에 학교의 학생, 교사, 부모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보

를 게시하지 않겠습니다.

10.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학교에 연락할 때에는 학

교의 규정을 따르겠습니다.

11. 학교의 국제적인 특성과 다양성에 대해 존중과 관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12. BIST 학습자의 기본 덕목을 이해하고 그것을 표본으로 하여 권장할 것입니다.

13. 자녀가 학교 교복 및 복장 규정을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14. 자녀가 집이나 학교 밖에서도 가능한 영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15. 납기일까지 모든 청구서의 비용을 지불하고, 미납에 대해서는 학교의 사전 허가

를 구하겠습니다.

학교 협약

우리는

1. 학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2. 주류 문화와 함께 국제적인 공동체 및 다양성에 대하여 존경과 관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3. 학교 일과 및 수업 시간 엄수, 출결 사항을 관찰하여 부모님께 우려 사항에 대하

여 알릴 것입니다.

4.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전문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5. 흥미롭고 도전적이며 즐거운 숙제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6. 학생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7. 학교를위하여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학교 홍보대사가 될 것입니다.

8. 학생의 성취와 발전, 건강한 신체와 행복 및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과 관련하여 명

확하고 규칙적이며 시기적절한 의사소통을 제공할 것입니다.

9. 24시간 이내에 모든 문의에 답하고, 가능한 요청 후 48시간 이내에 학부모를 만나겠습니다.

10. 모든 청구서를 적시에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발급할 것입니다.

11. BIST 학습자의 기본 덕목을 표본으로 하여 더욱 확장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12. 가능한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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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스그로브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교복 규정이 있으며, 교복이 학생들에게 자

긍심을 심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을 시,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규정된 

교복을 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윈저 파크 캠퍼스 내 스쿨샵에서 교복과 학용품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윈저파크 캠퍼스의 스쿨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30-8:30, 10:10-

10:30, 15:30-16:30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복 전체의 구매 혹은 상당히 많은 양의 학

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스쿨 오피스에 미리 전화하여 예약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브롬스그로브 저학년 캠퍼스 부모님께서는 학교 프론트 오피스에서 자녀의 교복을 주문하

거나 구입해 주십시오.

윈저파크 캠퍼스의 모든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등교해야 하며, 당일 체육 수업이 있을 경

우,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나이와 자립성을 반영하여 저

학년 캠퍼스의 체육 수업이 1교시에 있을 경우,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허용

합니다. 우리는 학생의 신분에 적정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복장이 국제학교 환

경에서의 단정함과 깔끔함의 기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래의  교복 관련 규정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에서 Y12, Y13 (Sixth Form) 학생들을 포함한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까지 허용합니다.

• 학생으로서 지나친 헤어스타일이나 염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단정해야 하며 머리

카락은 머리를 가로지르는 길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면도된 부분과 면도되지 않은 머리스

타일을 혼합하는 방식의 헤어스타일 또는 헤어 스크래치를 내는 스타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교장선생님께서 학생의 헤어스타일이나 염색된 머리가 학교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바꿀 

것을 요구한다면, 학생은 자신의 헤어스타일이나 염색된 머리를 단정한 모습으로 바꿔야 합니다.

• 남학생들은 셔츠의 카라 아래까지 머리카락을 기르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선생님이 요청할 경우 머리를 뒤로 묶어야 합니다. 과학 실험 시간에  선생님은 학생

들에게 머리를 묶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학생의 머리 길이가 어깨를 넘어갈 경우, 선생님은 여학생에게 머리를 뒤로 묶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학생은 얇은 기본 머리띠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머리띠는 반다나 스타일, 밝은 색상, 머리띠 

윗 부분에 붙는 어떠한 장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교내에서 화장은 어떠한 학생에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학생들은 손목시계와 작은 링귀걸이 혹은 귀에 붙는 작은 귀걸이만 착용이 가능합니다.

• 어떠한 팔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목걸이는 교복 안으로 착용해야 하며 체육 수업과 방과후 체육 활동 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상

의 이유로 착용이 불가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목걸이 이외의 보석 착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Early Years와 Primary 저학년 캠퍼스 학생들과 초등 학생들은 실외 놀이 시간, 점심 시간, 

체육 시간, 방과후 활동 또는 클럽 활동 시 모자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외선 차

단과 관련하여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학교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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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YEARS

JUMPER
(OPTIONAL)

CHECK LIST:

Formal School Uniform
      Red Dress
      Red Checked Shirt, Navy Blue Shorts,
   Black or Navy Blue Belt
PE Uniform
House Polo Shirt
White or Black Trainers or Black Leather Shoes
Crocs Shoes (Pre-Nursery and Nursery class)

Swimming Kit
School Cap
BIST Indoor Croc Shoes
White or Grey Socks
School Bag
Library Bag
Burgundy Polo Shirt (optional)
School Jumper (optional)

FOR
GIRLS

FOR
BOYS

HOUSE
POLO SHIRT

BURGUNDY
POLO SHIRT
(OPTIONAL)

PE
UNIFORM

FORMAL
SCHOOL UNIFORM

SCHOOL
CAP

BACK

BAC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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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2 - 6

JUMPER
(OPTIONAL)

BACK

SCHOOL
CAP

CHECK LIST:

Formal School Uniform
   White Shirt, Tartan Skirt or Tartan Skorts,
   Red dress (optional for Year 2 only)
   White Shirts, Long Grey Trousers or Short Grey Trousers,
   Black or Grey Belt, Burgundy Tie with Multi-crest
PE Uniform
House Polo Shirt

Swimming Kit
School Cap
Burgundy Trip Polo Shirt 
Black Leather Shoes
White or Grey Socks
School Bag
School Jumper (optional)

FOR
GIRLS

FOR
BOYS

HOUSE
POLO SHIRT

BACK

PE
UNIFORM

BACK

FORMAL
SCHOOL UNIFORM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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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7 - 9

FORMAL
SCHOOL UNIFORM

SCHOOL
CAP

JUMPER
(OPTIONAL)

HOUSE
POLO SHIRT

BACK

CHECK LIST:

Formal School Uniform

   White Shirt, Tartan Skirt or Tartan Skorts

   White Shirts, Long Grey Trousers or Short Grey Trousers,
   Black or Grey Belt, Plain Burgundy Tie
PE Uniform
House Polo Shirt

Swimming Kit
School Cap
Burgundy Trip Polo Shirt 
Black Leather Shoes
White or Grey Socks
School Bag
School Jumper (optional)

FOR
GIRLS

FOR
BOYS

PE
UNIFORM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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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0 - 11

FORMAL
SCHOOL UNIFORM

SCHOOL
CAP

JUMPER
(OPTIONAL)

HOUSE
POLO SHIRT

BACK

CHECK LIST:

Formal School Uniform

   White Shirt, Tartan Skirt or Tartan Skorts

   White Shirts, Long Grey Trousers or Short Grey Trousers,
   Black or Grey Belt, Striped Tie
PE Uniform
House Polo Shirt

Swimming Kit
School Cap
Burgundy Trip Polo Shirt 
Black Leather Shoes
White or Grey Socks
School Bag
School Jumper (optional)

FOR
GIRLS

FOR
BOYS

PE
UNIFORM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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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FORM

BACK

PE
UNIFORM

FORMAL
SCHOOL UNIFORM

SCHOOL
CAP

JUMPER
(OPTIONAL)

HOUSE
POLO SHIRT

BACK

CHECK LIST:

Formal School Uniform

   Smart skirt and Top or Smart Dress

   Smart Trousers, Smart Shirt, Sixth Form Tie,
   Dark Colour Socks

PE Uniform
House Polo Shirt
Formal Foot Wear
School Cap
School Jumper (optional)

FOR
GIRLS

FOR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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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아침 조회 및 수업 시작

14:00  수업 종료

14:00-14:15 부모님과 함께 하교

8:00  애국가 및 수업 시작

14:00  수업 종료

14:00-14:15 부모님과 함께 하교

14:00-15:00 특별활동 (선택 사항)

8:00  애국가 및 수업 시작

15:00  수업 종료

15:00-15:15 학부모님과 함께 하교

8:00  애국가 및 수업 시작

14:00  수업 종료

14:00-14:15 학부모님과 함께 하교

저학년 캠퍼스 (유치부)

저학년 캠퍼스 (유치부, 초등 1학년)

월요일~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래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학교 일과 시간입니다. 상세 시간표를  원하실 경우, 

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학교 일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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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45-08:20 애국가, 출석 체크 및 아침 조회

08:25  수업 시작

14:50  수업 종료

14:50-15:50 특별 활동 (선택 사항)

07:45-08:05 애국가, 출석 체크 및 아침 조회

08:05-09:05 수업 시작

15:30  수업 종료

15:30-16:30 특별 활동 (선택 사항)

07:45-08:20 애국가, 출석 체크 및 아침 조회

08:25-09:25 수업 시작

14:50  수업 종료

14:50-15:50 특별 활동 (선택 사항)

중, 고등학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07:45  애국가

07:50-07:55 출석 체크

08:00-08:20  아침 조회

08:20  수업 시작

14:45  수업 종료

14:45-15:50 특별 활동 (선택 사항)

07:45  애국가

07:50-07:55 출석 체크

07:55  수업 시작

15:30  수업 종료

15:30-16:30 특별 활동 (선택 사항)

07:45  애국가

07:50-07:55 출석 체크

07:55  수업 시작

14:45  수업 종료

14.45-15:45 특별 활동 (선택 사항)

초등 학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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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캠퍼스 자녀의 부모님께서는 학교 정문 앞에서 자녀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기다려야 할 경우에는 유치원 캠퍼스 옆 주차장에 주차해 주십시오. 주차는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주차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저학년 캠퍼스는 부모님의 지도하에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학생과 학부모님께 개방

됩니다. 아침 조회는 일괄적으로 8시에 시작합니다. (유아부, 유치부, 초등 1학년)

수업이 종료되면, 부모님은 학교에 오셔서 자녀를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종료 후 

15분 이내에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지 않으면, 해당 학생은 지정된 교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분께서는 자녀를 데려가실 때 서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의 하교는 

수업이 끝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부득이하게 학교에 늦어질 경우, 학교 사무실로 미리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학년 캠퍼스는 경비원이 오후 4시 30분에 학교의 모든 문을 닫습니다. 

저학년 캠퍼스에서의 주차와 자녀 등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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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중고등 자녀의 부모님께서는 등교 시 학교 중앙 건물 입구에 자녀를 내려 주시고, 초

등 자녀와 교실까지 함께 동행할 경우, 학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하교 시 

초등 부모님께서는 학교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자녀의 교실 앞에서 자녀를 픽업하셔야 하

며, 중고등부의 경우 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학생을 픽업하거나, 중앙 건물 입구까지 운전하

여 차량으로 자녀를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주차 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동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윈저파크 캠퍼스는 오전 7시부터 학생들에게 개방됩니다. 학생들은 7시 20분부터 초등학

교 교실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도착하였을 경우 학교 중앙건물 입구 구역에서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기다렸다가 초등 교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후, 휴대

폰을 포함하여 모든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하므로, 일찍 등교하는 학생은 읽을 책 또는 친구

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노’처럼 작은 포켓 크기의 놀이 카드

를 보내 주실 것을 권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늦어도 오전 7시 45분까지 등교하여야 합니다. 

하교 시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교실에서 반드시 서명을 한 후 학생을 픽업해야 하

며 하교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교 시간 이후 부모님의 픽

업을 기다려야 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교실에서 부모님 또는 

보호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교 시, 부모님 또는 보호자분께서 불가피하게 픽업이 늦어질 경우, 윈저파크 캠퍼스 SIC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고등 학생들
윈저파크 캠퍼스는 오전 7시부터 학생들에게 개방됩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7시 45

분 이전에 학교에 도착하였을 경우, 학생들이 출결 확인을 위해 담임 선생님 교실로 가기 

직전 7시 45분까지 중고등부 구역인 메자닌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중앙건물 입구 구역에서 보호자

의 픽업을 기다리거나 스쿨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저파크 캠퍼스는 오후 7시 30분에 문을 닫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학교의 특별한 행

사나 공연에 참석하지 않는 한  어떠한 학생이나 부모도 학교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윈저파크  캠퍼스에서의 주차와 자녀 등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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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브롬스그로브는 영국 브롬스그로브 학교의 전 교장 선생님들의 이름으로 만든 세 개

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에드워즈 하우스는  Mr. Chris 

Edwards MA, Merton College, 

Oxford (2004~2014년 임기) 의 

성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테일러 하우스는 Mr. Tim Taylor 

MA, St Peter’s College, Oxford 

(1986~2004년 임기) 의 성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월터 하우스는 Mr. David Walters 

M.C., MA, Brasenose College, 

Oxford (1931-1953년 임기) 의 성

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이 세 가지 하우스 중 한 하우스에 속하게 됩니다. 재학 기간 동안 하우스는 

바뀌지 않으며, 이 하우스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의 한 가족이 됩니다. 학교는 가

능한 형제자매를 같은 하우스에 배정합니다. 또한 한 학년도 내내 하우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는데, 매주 금요일, 전교생과 직원들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하

우스 색상의 폴로 셔츠를 입고 등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학생

들의 인성 교육은 브롬스그로브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세계적인 마인드를 갖고 배려하는 시민이 되도록 교육할 것입니다. 

점심 식사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무사항이며, 식사 비용은 매 학기마다 수업료와 함께 납부

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모든 식사는 매일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재료로 준비되고 요리되며, 

학생들은 서양 요리와 태국 요리 등 다양하게 구성된 음식을 매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

생들은 국수바에서는 국수를 샐러드바에서는 원하는 샐러드나 디저트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식단표는 캠퍼스와 교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점심과 간식

교내 하우스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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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현대 사회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

과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해 매일 인터넷에 접속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인은 물론 아이들도 원한다면 문자 메세지, 소셜 미디어, 전화, 웹 

서핑, 게임 등을 24시간 내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브롬스그로브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적인 용도 외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과 인격 형성 전반에 있어 상당히 해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휴

대폰 사용을 스스로 절제하는 것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학생들에게 

점심 시간과 휴식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면, 학생들이 교내에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함께 운동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학생들은 오로지 휴대폰만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휴대전화 사용 규칙을 저학년 및 초, 중, 고등학교에 적용합니다.

1. 저학년 캠퍼스의 학생들은 휴대폰 또는 다른 어떠한 전자기기도 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2. 초등학교 학생들(Y2-Y6)은 휴대폰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 오는 학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어떠한 시간

에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가방 안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휴대폰의 사

용은 오후 3시 30분 이후부터 반드시 하교를 위해 학부모, 보호자, 또는 운전기사

에게 전화하는 용도로만 쓰여져야 합니다.

3.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오

직 수업 시간에 담당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며, 휴

대폰을 인터넷 검색 혹은 구글 검색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4.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3

시 30분까지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의 어떤 장소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이 될 경우에는 압수 조치 될 것입니다. - 휴대폰을 압수 

당한 학생은 학교의 모든 수업이 끝난 후, SIC 오피스에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휴

대폰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휴대폰 대신 수업 시간에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할 아이패드나 작은 태블릿을 가지고 등교할 것을 권장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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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파크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항시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좀 더 

유창하고 자신있게 영어로 의사소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영국 국제학교에 다

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업뿐만 아니라 캠퍼스 주변에서 항시 영어를 사용하도

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 학교의 규정은 

항상 영어로 말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학교 정책을 따르지 않

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학생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학년 캠퍼스에서 어린 학생들은 우리가 모든 영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의사소통을 장려

하는 것과 같이 비언어적, 언어적 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습

니다. 학교의 전 직원들은 저학년 캠퍼스 주변에서 각 아이들의 다양한 발달 수준을 염두에 

두고 아이들이 항시 영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는 방콕 도시권을 가로질러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는 종합적인 버

스 운행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교의 관리하에 있는 아웃소싱뿐만 아니라 우리는 학교 

소유의 미니 버스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서비스는 선택사항이며, 우리는 방

콕 전역에서 가능한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학년과 윈저파크 두 캠퍼스를 오가며 운행하는 버스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

기 위해 여직원이 함께 동승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버스 사용 안전 규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항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버스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 버스 안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 버스 안에서 동승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바르게 행동합니다.

• 버스 안에서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 외에 어떠한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하여 자녀가 통학하기를 원할 경우, 각 캠퍼스의 버스 담당자께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관련 담당 연락처 참조) 

학교 스쿨버스는 지정된 픽업 장소 및 캠퍼스 내 버스 출발 장소에서 출발하며, 늦게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라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영어 사용 규정

스쿨버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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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학교 학생들:  eyabsence@bromsgrove.ac.th
초등학교 학생들:  primaryabsence@bromsgrove.ac.th
중, 고등학교 학생들:   secondaryabsence@bromsgrove.ac.th

질병으로 인하여 이틀 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교로 복귀하는 날 저학년 캠퍼스 내 프론트 오

피스나 윈저파크 캠퍼스 내 SIC 오피스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단서는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고,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

명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이 길어질 경우, 학생이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에게 수업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학년 캠퍼스에는 가벼운 질병과 부상을 치료하고 필요 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정규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있습니다.

윈저파크 캠퍼스는 통학생들과 기숙사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클리닉을 24시간 운영합니

다. 학교 클리닉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규 자격을 갖춘 간호사 두 명이 상주해 있

으며, 가벼운 부상을 치료하고 필요 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학교는 모든 학부모님께 자녀의 의료 기록이 최신의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학기

에 학생 의료 정보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학기 중 자녀의 의료 정보에 변경 사항

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이메일을 참고하여 학교 클리닉에 변경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윈저파크 캠퍼스의 학생일 경우: schoolclinic@bromsgrove.ac.th 저학년 캠퍼스의 

학생일 경우: eyschoolclinic@bromsgrove.ac.th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약도 학생

이 소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 간호사가 학교 클리닉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학교에 등교할 수 없을 경우,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학교에 알려야 하며, 가

능할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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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

정합니다. 학교는 보편적인 안전조치 관행이 법적 책임과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고, 

해외 학교로서 모범적인 안전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교육과 정기적인 교내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내의 모든 직원과 학부모 및 방문객은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찰을 착용하는 것이 의

무입니다.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는 교내에 있을 때 항상 학부모 ID 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ID 카드 착용을 잊었다면 신분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방문객 명

찰로 교환하여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규정 및 어린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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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을 위해 있으며, 이들의 다양한 견해와 생각을 듣고자 합니

다. 학교는 제기되는 문제와 불만 사항들에 대하여 인정할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같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학교는 학부모, 학생, 교직원들로부터 의견 제안이나 문제제기를 언제든 환영합니다. 부모

님께서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빨리 학교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학교에 

건의를 해야 할 지 고민이 되신다면, 학교가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항시 노력한다

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학교로 먼저 연락해 주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학교와 부모

는 일관된 의견으로 학생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잘못된 정보를 

쉽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학년 캠퍼스와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님께서는 담임 선생님과, 중고등 학생은 담임 및 학

과목 선생님 또는 자녀가 소속된 하우스의 총괄 선생님께 우려되는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문제가 충분히 심각하거나 민감한 사항일 경우 저학년 캠퍼스, 초등학

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브롬스그로브 재학생, 학

부모님, 교직원 모두 학교의 총괄 교장 선생님(Headmaser)께 직접 연락하실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먼저 담당 부서의 총괄 직원과 함께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결방

안을 협의합니다. 

학교의 공식적인 의견 제안 및 문제제기 규정에 관한 사본을 원하실 경우, 저학년 캠퍼스 프

론트 오피스 또는 윈저파크 캠퍼스 SIC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안 및 문제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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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DETERMINED
You are motivated to achieve your goals, and resilient when things get in 
your way, showing the grit to overcome obstacles.

You are a RISK-TAKER
You are a divergent and creative thinker, eager to do things differently,  
and brave enough to take the road less travelled.

You are INDEPENDENT
You are a resourceful learner, able to make your own decisions and  
confident	enough	to	act	on	your	own	initiative.

You are a TEAM-PLAYER
You work well with others, helping to build effective teams and showing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You demonstrate CURIOSITY
You are an inquisitive learner, always asking the most challenging  
questions and eager to solve the most important problems.

You demonstrate POSITIVITY
You are optimistic and full of hope, open to different ideas and beliefs an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world	around	you.

You demonstrate KINDNESS
You are always ready to offer warmth and friendship, making a positive 
difference to the lives of others and spreading a smile.

You are REFLECTIVE
You think carefully about your own learning, appreciating your own 
strengths and understanding how to improve and develop.

Pre-Nursery부터 Y13 까지, 학교는 브롬스그로브의 교육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것은 학교가 모든 학습자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덕목은 학생들이 졸업한 후 어떠한 위치에 있더라도 성공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품과 자질로서, 재학 기간 동안 학교생활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브롬스그로브 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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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캠퍼스 교육 과정 (유아부, 유치부, 초등 1학년)

Physical
Development

Mathematics

Literacy

Understanding
The World

Expressive Arts
& Design

communication
& language

A
B C

Personal, Social
& Emotional

Development

When I ...
Talk to each other
Give voices to toys

Play “teacher, doctor, 
mummies and daddies”

Pretend to be animals
Imitate adults

When I ...
Draw, paint and scribble

Cut & glue
Use play-dough

Finger paint

When I ...
Build towers

Create buildings and roads
Make a castle, 

Balance blocks
Stack, dump,

and knock blocks over

I learn ...
Communication, 
Negotiation and taking turns
New vocabulary, Language skills
Role, responsibility and 
relationships
Compassion, Empathy
Expressing emotions

I learn ...
To use the small muscles in 
my	hands	and	fingers
Colours, Writing skills
Creativity and ways to
express myselve 
About cause and effect
Patience

I learn ...
Mathematics and science skills
Symbols
How to use muscles
Cooperation, taking turns
Patience and persistence 
To problems solve and plan
To recognize patterns

주요 교육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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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캠퍼스에서 어린 학생들은 기초 단계의 커리큘럼을 따릅니다. 이 교육과정이 모든 

어린이들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 되고,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배려 받는 환경에서 학습하도

록 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놀이 기반 접근법을 통한 실내 및 실외 학

습 환경은 기초 단계 교육과정에서 규정된 학습의 핵심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하는데 필요

한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 의사소통과 언어

• 신체 발달

• 개인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 작문 능력

• 수학 능력

• 표현 미술과 디자인 

• 세계의 이해 

상호 교수 학습 일지
우리는 상호 교수 학습 일지, ILD(Interactive Learning Diary)를 유아부, 유치부, 리셉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평가 용도로 사용합니다. 부모님은 ILD에 접속하여 업로드 된 자녀

의 학습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부모님께서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습 관련 

사진과 동영상을 ILD에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ILD 로그인 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캠퍼스 사무실(eyfrontoffice@bromsgrove.ac.th)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침시간 / 저학년 학생들의 휴식시간
저학년 캠퍼스의 유아들은 오후에 낮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잠 시간은 12:30~13:45까지

이며, 낮잠을 자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추가적인 놀이 기반 학습 활동을 제공합니다. 낮잠

을 자는 학생들에게는 매주 월요일에 집에서 침구를 가져오도록 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 

침구를 다시 부모님께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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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s
• Counting and Calculating
• Understanding number
• Shape
• Measure
• Time
• Money
• Data Handling

English
• Phonics lessons as needed
• Handwriting sessions
• 1:1 reading
• Guided reading sessions
• Spelling, Grammar, Punctuation focus
• Topic based literacy, including narrative and 

non-narrative.

A blend of cross-curricular learning and discrete learning when needed.

초등부 학생들은 매주 영어와 수학 숙제를 받고, 한 학기 동안 마칠 수 있는 다양한 ELO 

(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 과제를 받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매일 집에서 읽기 활

동을 하며, 일년 동안 읽은 책을 독서 기록장에 작성합니다.

초등부는 보상 제도를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학업 성취와 노력으로 하우스 포인트를 모아 

반끼리 팀을 만들고 구슬병을 채워 상을 받습니다. 구슬은  비 학문적인 부문에서 주는 상

으로 아이들이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거나, 좋은 학습 태도를 보이는 등의 노력을 했

을 때 주는 성취에 대한 보상입니다.

초등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사회적, 개인적 발전에 중점을 둡니다. 

THE CURRICULUM APPROACH

Term 1 ThemeDT

Art

PSHE

Science

ICT

GeographyHistory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영어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따르지만, 필요에 따라 태국 현지의 사

정에 맞게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학습활동에 주제적인 접근법을 사용하며, 

이것은 각 학년 그룹이 매년 학습을 위해 ‘주제’를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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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영어 공교육의 커리큘럼을 준수하며, Key stage 4와 Key stage 

5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외부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모

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태국어와 태국 문화 수업

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현지 주류 국가인 태국 문화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영어 교육과정(ENC)의 최상의 요소를 구현하고  조

정합니다.

Key Stage 3 (7, 8, 9학년)
Key Stage 3 (Y7, Y8, Y9) 과정은 각 과목의 시간표가 학생 개인별로 짜여져 있으며, 교

육을 통해 학생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많은 학습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통합형 교과과정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Key Stage 3 과정에서 학습하는 과목은 다음과 같

습니다 : 영어, 수학, 과학, 인류학 (역사, 지리), 드라마, 음악, 미술, 컴퓨터와 미디어, 태국

어, 중국어 (Mandarin), 한국어, 스페인어, 체육, BEAM.

Key Stage 4 (10, 11학년)
Key Stage 4 과정에서 학생들은 iGCSE/GCSE 과목을 학습합니다. 핵심 교육과정은 영어, 

수학, 과학이며 선택 가능한 영역에 따라 다음의 4가지 옵션과 함께 구성됩니다: 미술, 드

라마, 음악, 미디어, 정보학, 지리학, 역사, 여행 및 관광학, 경영학, 태국어, 한국어, 중국

어 (Mandarin), 스페인어, 체육. 학생들은 매주 1회 BEAM 수업과 체육 수업을 받습니다. 

Key Stage 5 (12, 13학년)
Key Stage 5 과정에서 학생들은 A 레벨 과목이나 디플로마 또는 선택 영역에 따라 다음의 

과목에서 4가지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합니다 : 영문학, 수학, Further 수학, 생물학, 화학, 

물리, 미술, 드라마, 음악, 정보학, 지리학, 역사, 경제학, 정치학, 미디어, 디플로마 경영학, 

디플로마 체육, 디플로마 여행 및 관광학 디플로마 이수 과정은 Edexcel Pearson Level 3 

Advanced Subsidiary Diploma (BTEC)를 준수합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A 레벨 코스를 시작하기 전에 iGCSE/GCSE 레벨에서 최소 B 학점

을, 디플로마 이수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C 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매주 1

회 BEAM 수업과 체육 수업을 받습니다.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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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학습 과제 : ELO’s (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
본교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다양한 과

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외부 시험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학구열과 자신감을 불어넣

고자 합니다. 브롬스그로브의 모든 학생들은 각 과목별로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과

정의 숙제를 완성할 것입니다. 

확장학습 과제 ELO(Extended Learning Opportunities)는 Key Stage 3 (Y7, 

Y8, Y) 학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자율학습 과제 ILT(Independent Learning 

Tasks)는  Key Stage 4와 Key Stage 5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이 과제들은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선택하여 완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여러 과제들이 제공됩니다. 이 과제는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생

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르며, 심층 학습이 가능하도록 세심하게 고

안되었습니다.

ELO 학습을 통해 우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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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학기별로 학교는 부모님께 직접 담당 교과목 선생님을 만나 자녀의 학업 성취도 전반

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사 상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녀의 학업 성

적표 (노력 점수와 성취 점수 등)는 매 학기말에 학생 편으로 부모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학부모 상담 전에 학교는 자녀의 과목별 선생님과 미리 상담을 예약하도록 부모님께 상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상담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미리 말씀해 주시면 태국어/중국어/한

국어로 통역해 드립니다.

한 학년도에 총 세 번의 학부모 교사 상담이 있으며, 매 학기 마다 세 번의 학업성적표가 

발급됩니다.

성적표 및 학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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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스그로브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끌어내어 광범위하고 다양한 방과후 액티비티 활동 프

로그램(Extra-Curricular Activities)을 제공합니다. 여러 ECA 활동들은 학생들과 교사들

의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반영할 것입니다. 방과후 ECA 프로그램에는 영어, 수학, 컴퓨

터 등, 학업 활동 외에도 농구, 티볼, 테니스, 골프, 축구와 같은 여러 스포츠 활동과 제2외

국어 및 오케스트라, 합창, 태권도, 힙합댄스, 발레 등과 같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특정한 

ECA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은 학기별 ECA 활동이 시작

되기 전에 학교로부터 비용 관련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 ECA 활동은 매 학기 둘째 주부터 시작하며 (1학기는 셋째 주부터 시작합니다), 저

학년 캠퍼스 Reception(유치원 과정)부터 13학년까지의 학생들은 ECA 활동에 의무적으

로 참가해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Pre-Nursery & Nursery(유아원 과정) 학생들은 방

과후 ECA 활동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ECA 활동이 있는 날, 스쿨버스는 ECA 활동 시간

에 맞추어 운영이 됩니다.

방과후 ECA 활동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스포츠 및 특별활동 담당 선생님께 메

일(HeadofSport@bromsgrove.ac.th)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방과후 ECA 활동 이후, 윈저파크 캠퍼스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여러 아카데미가 주중에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

면 스포츠 및 특별활동 담당 선생님께 메일(HeadofSport@bromsgrove.ac.th)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액티비티 활동 프로그램
(Extra-Curricular Activities - ECA)

36 | School Information Handbook for Parents & Guardians



학생들은 4학년 (만 8세~9세)부터 13학년 (만 17세~18세)까지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는 만 8세부터 18세까지의 학생들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숙사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브롬스그로브 기숙사 프로그램은 학생이 공부에 매진하고, 친구

들과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며, 다양하고 유익한 기숙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단지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합

니다. 기숙사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숙사에서 지내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에 기숙사 

스탭들의 지원과 격려, 보살핌을 충분히 받고 생활하면서, 학생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중, 주말 기숙사 :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기숙사를 이용함
기숙사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주중과 주말을 모두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입니다. 영국, 

한국, 중국, 러시아, 유럽, 사무이섬을 포함하여 전 세계로부터 온 이러한 학생들에게 브롬

스그로브 기숙사는 학생들의 집과 같습니다.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독립심을 기르고, 친구

들과 휴식을 취하며, 주말마다 방콕 근교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

회를 제공합니다.

주중 기숙사: 평일에만 기숙사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귀가함
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의 주중 기숙사 프로그램은 ‘두 가지의 장점’을 지닌 프로그램입니

다. 주 5일 동안, 학생은 공부에 집중하며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집으로 돌

아오는 금요일 오후에는 학생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

로그램이 부모님의 자녀에게 줄 이점은 자녀가 기숙사 생활에서 얻게 될 자립심과 자신감

으로 좀 더 성숙한 자아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중 기숙사 프로그램은 매일 학생들

의 등하교에 쓰이는 시간을 절약하게 하여 주중에 좀더 공부에 집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

도록 여분의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BIST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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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 기숙사: 선택적인 기숙사 이용이 가능함
Flexi 기숙사는 한시적으로 기숙사에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께

서 업무상 출장이 있을 경우나, 가족관련 비상상황 시 또는 자녀의 기숙사 생활 경험

을 위해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주말에 열리는 학교 행사나 대회

에 참여하기 위해 기숙사에 머물기도 합니다. Flexi 기숙사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학

생들이 학교가 끝난 후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식사가 

포함된 Enrichment와 아카데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중 학생들이 기숙사의 특별한 행사로 초대되어 기숙사에 머물거나 혹은 주말 트립

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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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롬스그로브 국제학교는 학생과 선생님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에 관심을 갖고 

대기 오염에 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QI와 PM2.5 수치를 매일 

측정하여 학생들과 기숙사 학생들 및 스탭들에게 외부활동이 가능한지 그 안전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DJ빌딩 현관에 그 수치를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이 확대되는 시기에 우리 학교를 외부의 공기오염으로부터 건강하게 유지

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대기 오염 지침

School Information Handbook for Parents & Guardians | 39



EARLY YEARS CAMPUS
344 MU 12 RAMKAMHAENG 164 RD, MINBURI, BANGKOK 10510

TEL: +66-2540-7122-3    |   FAX: +66-2540-7124

PRIMARY AND SECONDARY CAMPUS
55 MU 9 WINDSOR PARK GOLF CLUB,

SUWINTHAWONG RD, MINBURI, BANGKOK 10510
TEL: +66-2989-4873   |    FAX: +66-2989-40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