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Class

Physical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English Speaking

Shema Study

민족과 세계 위에 하나님의 뜻을이루는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

Bible Study

Bible Debate

Field Trip

경북 경산시 원효로 454 (우)38577
T.053. 812.1855 F.053. 812.1856

Mentor

Camp

교훈

교육이념

여호와를경외하는것이
지식의근본이라

민족과열방을이끌어갈
지도자양성

“민족과 세 계 위 에 하나님의 뜻 을
이루는 실 력 있 는 일꾼으로
세우는 곳”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는아이들을책임질수없는현실적인한계에부 딪
힌학교교육환경의한계를극복하고,학원으로이어지는문제를차단 하며,
일주일에한번으로그치는예배가전부가아닌하나님중심의가 치를가
지고제자의삶을살게하는것입니다.

설립자황정환목사

•
•

현)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설립자
주함교회(舊정평교회)담임목사

•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식의 근 본
이라” (잠언1:7)

전희 경
• 예실아미리더스쿨설립(2008.1), O

pening ofYesilamiLeader School
경산평생교육원설립및원장(2010.3), Opening of Center
andDirectoratGyeongsanLifelongEducationCenter
• 중국북경로주중고등학교교장(2010.3), Principal at Beijing
RojuInternationalMiddleandHigh School,China
•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제1대교장역임(2012.3~2013.12),
Opening of school and the first principal at Disciple Int
ernational ChristianSchool
•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운영이사(2013.12~), Operations
DirectoratDisciple InternationalChristianSchool
•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제3대교장취임(2018.3~), The Third
principalatDisciple InternationalChristianSchool

•

민족과열방을향한비젼

Mission

민족과열방을향한사명(선교)

Leadership

훈련된지도력으로민족과열방을 섬김

전)경산평생교육원원장
전)북경로주중학교이사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는말그대로우리의소중한아이들을예수님의제 자
로바로세워,세계적인인재로준비시키고민족과세계위에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실력있는일꾼으로세우는곳입니다.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 는이
세대와다음세대를위한하나님의응답입니다.본교를통해대안이 없는이
나라의다음세대를향한소망의길이있음을분명히보여주는 것임을알려
드리고싶습니다.

학교장

Vision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의
학생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감동으로된성
경은교훈과책망과바르
게함과의로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성경통독한번이라도해보셨나요?
영성靈性

전교생은졸업전까지30회 성경을통독하며기독교적가치관과세계관을정립하
고하나님과동행하는기적의주인공으로성장합니다.

탁월한원어민교사와영어수업을진행한다.

지성知性

오늘날이시대의문제를어떻게진단할수있을까요?사사기는그시대 를
이렇게진단하고있습니다.” 그후에일어난다른세대는여호와를알 지못
하며여호와께서이스라엘을위하여행하신일도알지못하였더라” (삿2:10)
그런데슬프게도이런역사가오늘날에도재연되고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세대에게말씀과신앙을전수하는일에실패하고있기 때
문입니다.이에본교는다음세대들이여호와를경외하는믿음의세대 가되
어세상을변화시키는‘글로벌리더’가되기를소망하고있습니다.
이에모든교직원들이믿음의역사와사랑의수고와소망의인내로학생 들
을교육하고있습니다.또한21세기글로벌한창의적인재들을양성하 기위
해서는체력,지성,인성,영성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본교는이를 위해글
로벌적언어능력과탁월한디베이트실력을갖추도록지도함은 물론성경
에기초한제자훈련과쉐마교육을통해다음세대들이하나님 의말씀을
삶속에나타내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본교는하나님을 경외하는거
룩한세대를키워내는학교임을자부합니다.

인성人性

* Go to America! SAT &TOEFL 특별지도및GPA관리
* Go to China! 중국어HSK 5급 획득
* 초등부매일1권, 중고등부매주1권필독서읽고독후감상문기록및발표

사춘기여안녕~
쉐마교육을통해교사에게순종하고부모에게효도하며올바른인성을갖춘기독인 이
되도록훈련시킵니다.(효 교육및한국인의정체성확립)

체르니50번은기본! 나도클래식을연주할수있다
감성感性

MBC 교향악단단원들의꼼꼼한지도를통한1인1악기습득!(피아노, 바이올린,첼
로, 플루트, 클라리넷, 비올라등)

DICS에 오면나도유단자
체력體力

열심히훈련된한사람이 천
명, 만명도살려낼수있습니다.
>>

태권도, 골프, 탁구, 축구, 족구등다양한체육활동을통해체력, 근성, 끈기를길러 줍
니다. 태권도는졸업전까지3단을획득하도록합니다.

신•편입생 대모집: 초, 중, 고전과정(G1~G12) 각학년별약간명

교 훈

교 육 이념

여호와를경외하는것이
지식의근본이라

민족과열방을이끌어
갈지도자양성

영성훈련(Bible Debate, 쉐마교육, Chapel)

체력훈련(체육활동, 특별활동)

매일진행되는Bible Debate를통해 논리성과
창의성을배양하고정규채플과 쉐마교육을
통한지속적인영성훈련으로 기독교적 가치
관과세계관을갖추게됩니다.

하나님의성령이거하시는몸을 규
칙적이고체계적인운동을통해 가
꾸어 나갑니다.

감성훈련(독서감상,음악활동)

리더십훈련(Leadership Training)
을

양질의신앙서적과고전문학독서및
다양한음악활동을통해EQ를 향상시
킵니다

토론훈련(Discussioin Debate)

관계훈련(기숙사생활,특별활동)

기독교적세계관에근거한토론을통해
논리성과창의성을키우게됩니다.

공동체생활을통해기본질서의식을
확립하고서로를이해하고배려하는
섬김의훈련을 받습니다.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특징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특징
01

AACS

02

미국교과과정으로수업하는국제학교

03

다양한장학금혜택(이사장장학금, 학교장장학금, 목회자장학금, 형제장학금등)

04

학생의전문성을키워주는멘토프로그램운영

05

말씀과기도로제자를양성하는학교

06

학생들을세계적인크리스천리더로세우는학교

07

각반정원 최대15~18명의차별화•전문화 된세심한지도

08

남•여 기숙사완비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01

- 미국 크리스천학교협회 맴버가입

02

03

Presentation Class

학생들이수업의주체가되어
발표수업진행

Reading & Debate

다
양한독서활동,기독교세계 관
에기초한의견피력및설득 훈
련

창의성 교육

전문성교육

특성화된 교육
자율적의사결정 및 처리 훈련,
자기주도학습 지도, 학습 내용
차별화

06

멘토 프로그램
그리스도 안에서 지知•정情•
의意를갖추도록학내외생활
관리및지도

07

창작, 탐방, 체육, 토론, 작문
활동등새로운주제와다양한
아이템학습
04

05

상담관리
예민한심리변화를 겪는 청소년들
을 위한 생활, 진학, 신앙 상담 정
기실시

기존의전통적수업에얽매이지않는학생의은사에따른다양한수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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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교육철학

삶의현장에서공동체를섬기는리더의
역할을감당할수있도록훈련시킵니다.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는초교파적인기관으로서성경적세계관에기초
한탁월한커리큘럼과신앙안에서소명과은사를깨닫고오직하나님 께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의
입학안내”
01

입학규정

영광돌리는예수님의진정한제자를세우기위해교육합니다.

미 국 밥 존 스 대학교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영 어 수 업 진행

Elementary
(초등과정)

필수

G1-G6 / Bible Truth, Math, Science, Language
Arts, Reading, Chinese, Korea, Korean History

선택

P.E, Golf, Second Language, Violin, Cello, Clarinet,
Flute, Viola, Piano, Chorus, English Drama,
Gospel Band, Fine Arts.

각학년공통

Secondary
(중•고등과정)

필수

선택

(Mathematics, Science, English, Literature,
History, Bible Truth.)
G7 / Explorations in Literature, Writing and
Grammar, World Studies, Life Science, Pre
Algebra, Bible Truth
G8 / Excursions in Literature, Writing and
Grammar, American Government, Space Earth,
Algebra, Bible Truth.
G9 / Fundamentals of Literature, Writing and
Grammar, Cultural Geography, Physical
Geography, Physical Science, Geometry, Bible
Truth.
G10 / Elements of Literature, Writing and
Grammar, World History, Biology, Algebra 2,
Bible Truth,
G11 / American Literature, Writing and Grammar,
United States History, Chemistry, Pre-cal, Bible
Truth
G12 / Britistry Literature, Writing and Grammar,
American Government, Economics, Physics, Pre
Calculus, AP Calculus, Bible Truth.a
SAT, TOEFL, Reading, Fine Arts, Second
Languages(Chinese, Spanish) Club Activity, Violin,
Piano, Cello, Chorus, Golf, Gospel Band. P.E

05

모집요강
초, 중, 고전과정(G1~ G12) 각학년별약간명

02
입학자격
1) 부모는교회에출석하는거듭난그리스도인이어야한다.
※ 복음적인개신교회에출석하는교인이어야하며, 이단종파에소속된사람은
입학할수없다.
2) 부모와학생모두가국제학교의이념에동의하고협력해야한다.
3) 본교의수업을이수할수있는기본학습능력을갖추고있어야한다.

03
입학서류
입학원서1부(학교소정양식),추천서2부(담임목사 1부, 담당부서교역자1부), 건
강진단서1부, 입학질문지,입학동의서(학부모/학생), 최종학교성적표1부 (편입
생), 외국인등록증 2부(외국인), 주민등록등본 2부(내국인-한글판 1부, 영문판
1부), 전퇴/휴학 제증명동의서, 교육비환불규정서1부, 교육비납입 신청서1부,

①예비테스트는입학의사여부와관계없이
가능하며소정의테스트비를지불해야함
②예비테스트시테스트비를지불하고입학 시
험에합격하는경우입학시험테스트비를 별
도지불하지않아도됨
③예비테스트없이입학시험만본경우테스트
비를지불해야함
④입학을위해학교장면담을원할경우행정
실에문의하여사전에면담신청을해야함
⑤예비테스트및입학시험은매주수•금요일
오후3시로하되수시로가능함
⑥예비테스트와입학시험은영어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문법, 수학, 인성테스트로2명 이
상의원어민과1명의한인스텝이담당함
⑦위각시험결과는당일오후또는익일이내
학부모께통보됨
⑧1차합격은6개월간유효하며6개월이후에
는재시험에응해야함
(필요시학교장면담을다시거쳐야함)
⑨1차합격후1개월이후입학시에는등록마감
일전에사유를행정실로통보해야함
⑩1차합격자라도서류미제출시합격이취소됨(
단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결정)

06

상벌점적용점수1부,서약서1부,반명함사진4매, 출석교회주보 1부, 가족사진

교육비

04

1. 교육비내역
①수업료
②수익자부담교육비: 교재비/급식비/차량통
학비/교복및체육복등공통교육비와신청
교육비및장학혜택에따라개별부과

입학절차
01

예비테스트(선택)

02

학교장면담

03

원서교부

04

입학시험

05

1차합격통보,
등록안내

06

등록확인, 서류제출,
최종합격통보

07

교재주문, 신입생
OT, 기숙사입소

08

교재수령,
수업참여

2. 교육비납입
①연2회학기별납입(1년납입시장학혜택)
②매학기전월10일까지납부원칙
③연납부금액을일시납입시연수업료5%
할인혜택(가타장학혜택수혜시제외)

3. 장학혜택: 이사장장학금, 학교장장학금, 목
회자장학금, 형제장학금등
- 형제, 자매, 남매등2인이상재학시수업료
둘째자녀10%, 입학금50%, 학교발전기부
금50% 장학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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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교육과정및입학과정

“제자국제크리스천학교의
교과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