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모집 요강

학교소개

DFC Independent School

DFC Independent School

1. 모집기간
1) 정기모집: 6월 모집/7월 입학
2) 수시모집: 11월 모집/1월 입학

2. 지원자격
1)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여 학생
2)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남·여 학생(영어수업 가능자)
3) 기독교 신자(비 기독교인도 정원 20% 내에서 입학 가능)
4) SOT 시스템으로 10학년 수료자는 11학년 편입 가능

3.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 양식)
2) 주민등록등본(한글+영문) 1통
3) 재학증명서(영문) 1통
4) 전 학년 성적증명서(영문) 1통
5) 건강진단서(기숙사 제출용) 1통
6) 여권사본 1통, 여권 사진 3매
7)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본교 양식-신자일 경우)
8) 부모 중 선교사나 목회자는 증빙서류(장학 혜택이 있음)

4. 학 비(기숙사 학교)
1) 월 107만 원 (학비, 비자비, 기숙사비 등 일체 포함)
2) 장학혜택: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본교직원 자녀

5. 입학 시 제반 경비
1) 입학금: 200만 원(입학 후 반환되지 않음)
2) 입학 첫 달 경비: 280만 원(학비, 왕복항공료, SSP비, ESL비 포함)

6. 면접, 등록 및 입학
1) 지원서 제출 후 개인별로 면접 시행
2) 면접 당일 입학 확정: 입학 안내서 받고 등록, 출국준비
3) 등록마감: 입학 확정 후 15일 내에 등록마감

1. 학업과 교육방침

➊ 제자들 선교회에서 시작한 Christian Mission School.
- 2000년에 제자들 선교회가 세운 기독교 학교.

➋ 정규학교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학력이 인정됨.
- 필리핀 교육부 허가 받은 초·중·고등학교.

➌ 12학년 과정을 마쳐야 졸업하는 실력 있는 인재 배출.
- 모든 학생이 12학년제로 졸업하는 학교.

➍ 세계적으로 검증된 SOT 학교로 모든 과목 영어 교재로 교육.
- School of Tomorrow(SOT)의 학습교재와 체제로 기초교육.

2. 환경과 생활지도

➊ 1년 내내 공부하기에 쾌적한 기후환경을 가진 도시에 위치.
- 해발 1,500m 산 위 휴양도시인 Baguio 시내의 숲 속에 위치함.

➋ 자체 학교건물과 기숙사 건물을 학교 상황에 맞게 신축한 학교.
- 학교와 기숙사를 신축하여 생활과 공부하기 좋은 시설.

➌ 기숙사 공동체 생활을 통해 예절, 사회성, 협동심, 자립심을 배양.
- 기숙사 학교이므로 기독교 공동체 생활력과 사회성을 길러줌.

➍ 한국 영양사에 의하여 학생들 건강을 위한 한식제공.
- 영양이 풍부한 한식을 뷔페식으로 제공.

3. 특성과 진학지도

➊ 성경암송과 예배드리는 것을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지도.
- 각종 예배, QT와 소그룹 제자 활동을 통해 신앙생활 생활화.

➋ 21세기가 요구하는 전인적인 기독교 인재를 양성함.
-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인.

➌ 졸업생 대학 진학을 책임지고 지도함.
- 미국주립대, 명문대, 필리핀 일류대, 국내 대 수시 등 다양한 국가
진학지도.

Disciples For Christ
Independent School
본교에서 실시하는
SOT 학습법(10학년까지)과
Senior Hight School(11,12학년)
미국에서 개발한 School of Tomorrow(SOT) 교육시스템은 세
계 140여 개국의 9,000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초·중·고등
학교 과정의 모든 커리큘럼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약 40년간 세계적으로 검증된 교육제도인 SOT는 획일화된 제도권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원화 사회에 걸맞는 완전 학습교육시
스템입니다. 철저히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학습하며,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완전학습법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학
생들 모두 가족과 사회, 세계의 한 구성원으로서 철저히 제 몫을 스
스로 책임지는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SOT 교육과정으로 10학년을 마치고 11~12학년을 강의식교육
과 병행하여 마치므로 영어권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충분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SOT 학습법 (10학년까지)
1. 개인 능력별 학습 진도 조절로 진급함.(철저한 능력별 개별 진급)
2. 배운 것은 반드시 평가받고 보상받아야 함.(학습 평가제)
3. 평가기준은 90점 이상이어야 함.(완전학습 추구)
4. 절대평가로 모든 학습평가.(상대평가 폐단 없음)
5. 자기 주도적인 학습법의 체질화.(스스로 목표와 결과를 책임짐)
6. 무감독 시험실시.(하나님과 자기에게 성실하고 정직해짐)
7. 개인 학습능력별 학업 진도.
8. 기독교 신앙의 생활화.(성경 말씀 암기와 신앙 활동 병행)
9. 대학에서 상위권 학습수행능력.(체질화된 완전 학습법)

Senior High School (11,12학년)
필리핀에 12학년제가 실시되어 Senier High School
강의식 교육 병행

미국유학의 길을 연
「
」
는
다른 학교와 다르다.
차별 1. 본교에서 아카데믹 영어를 완전학습 방법으로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미국대학에서 좋은성적으로 수업이 가능하다.

차별 2. 학교 학습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대학생활을 즐긴다.

차별 3. 졸업생은 TOEFL시험이든 SAT시험이든 졸업 전에 스스로

졸업생 대학 진로

필리핀 교육부 인가 정규 초·중·고등학교

DFC Independent School
약 19년간 270여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배출하면서 다양한
대학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교 출신 학생들은 미국의 대학
생활을 거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그 이유는
▶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훈련받으며 공부해 왔고,
▶ 자기주도적인 완전학습 공부 방법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www.disciplesis.com

Disciples For Christ
Independent School

준비하여 고득점을 받는다.

차별 4. 매년 졸업생의 70% 이상이 미국대학에 입학한다.

졸업생들의 구체적인 대학진로

1. 미국 대학 진학 시
본교 졸업생 미국 대학 진학 현황 2019년 5월 현재
Syracuse University - 김한결(2010년 졸업)
University of Kansas - 윤한슬(2010년 졸업)
Dordt College - 이하린(2012년 졸업) 오성광, 이선용, 이유빈(2013년 졸업)
신예진, 유하영(2014년 졸업)
Moody Bible Institute - 황보테레사(2013년 졸업), 홍주환(2015년 졸업)
University of Nebraska/Kearney - 유하은, 김주희, 박예슬(2013년 졸업)
College of Southern Nevada - 이준호, 김정아, 김희연(2014년 졸업)
University of Wisconsin/Superior - 조하영(2014년 졸업)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김수진, 조은혜, 한 결, 김수동, 허가경(2010년 졸업)
양현규, 조믿음, 한호영, 송원재(2011년 졸업)
김범서, 김성재, 도주혁, 박민호(2013년 졸업)
강기원, 정한결, 박예찬, 유은성, 김수영, 안시은, 윤효경, 문규란(2014년 졸업)
백경찬, 조주영, 윤종민, 윤세원, 유예정(2015년 졸업)
김윤진, 양다은, 안지영, 유승호, 배성우, 김준호, 이한주(2016년 졸업)
오지현, 서지현 (2017년 졸업) 권민재 (2018년 졸업)
Blinn College - 강세리(2016년 졸업), 신예인(2017년 졸업)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 김채윤(2015년 졸업)

MOU계약 2016년 3월 22일 체결
미국 중부 명문 주립대 UCO(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대학에서는 본교(DFCIS) 졸업생들의 토플성적과 GPA 점수에 따라
4년간(1년에 1천~5천 불)의 학비 장학혜택도 약속받았습니다.
UCO 학비는 1년에 2만4천불(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정도로 저렴하며
재학 시 교내 외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알선도 해 줍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 Ivy League 및 미국 모든 대학에 입학 가능
2) 주립대 수준에 전원 입학 보장하며 장학혜택도 받음
3) 2학년 과정 마치고 한국대학으로 편입 가능

2. 필리핀 대학 진학 시
1) 필리핀 마닐라 일류 대학이나 지방대학에 합격(학비 저렴)
2) 필리핀 대학 2학년 과정 마치고 미국대학에 전·입학 가능
3) 필리핀 대학 졸업 후 세계 어느 나라 대학원에도 입학 가능

3. 한국 대학 진학 시
1) 한국 여러 대학에 다양한 수시 전형 가능(수능 No, 검정고시 No)
2) 외국어 특기를 가진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입전형 가능
3) 한국에 진출한 미국 대학에 입학 가능

4. 기타
캐나다, 스위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홍콩, 대만, 중국 등

서울 사무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82, 1107호(등촌동 삼부르네상스)

Tel.(02)3662-1530 Fax.(02)3662-1532
070-7010-4380, 010-9760-2015, 010-4505-4251
필리핀 학교

Purok 4 Lucnab Baguio City, Philippines
070-8265-4381, 070-4670-4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