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hurun Christian School

자주 묻는 질문 (FAQ)
* 입학허가와 관련된 질문
•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SSAT 및 다른 공식적인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수룬 기독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SSAT 시험 점수, 자기 개서,
추천서, 학교 성적표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원서의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모집요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룬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나요?
여수룬 기독학교는 학교의 비전과 모토에 적합한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학서류들을 심사하지만, 우선적으로 학교의 목표와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뽑고자 합니다.
•

면접은 필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방법(예: 전화 또는 스카이프 등)을 통한

면접이 필요합니다.
* 학생관련 질문
•

여수룬 기독학교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라고 들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을
모집합니까?

2015 년 개교하는 여수룬 기독학교는 매해 9-12 학년 학생 4 명정도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어느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뽑나요? 여수룬 기독학교는 국제 학생들의 학생
비자를 위한 I-20 를 발급해주나요?

여수룬 기독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국적이나 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학생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학생들(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만이 입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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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미국 이민법의 절차에 따라 학교의 여건이 확립되는대로 국제
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

교육 과정에 필요한 언어적 조건이 있나요?
여수룬 기독학교는 영어가 기본 언어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어가
능통하여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며, 영어로 모든 학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별도의 ESL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 위치 및 장소에 관한 질문
•

제일 가까운 공항은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Syracuse Hancock International Airport (SYR)이며,

학교/기숙사에서 약 8 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항에서 학교까지의
택시 요금은

$30 불 정도입니다. 더 큰 국제 공항을 이용하기 원하시면 뉴욕시에

있는 John F. Kennedy (JFK) 공항과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공항 모두 학교까지 차로 약 5 시간이 소요됩니다.

•

학교 근처에는 병원들이 있습니까? 건강 보험은 학교 측에서 지원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학교 인근에는 Upstate Medical University Hospital, Crouse Hospital, St. Joseph

Hospital 과 같은 큰 병원들이 있고 그 외에 개인 병원들도 많습니다. 건강 보험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학교는 주변 주요 도시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여수룬 기독학교는 뉴욕주의 중부 지역의 주요도시인 시라큐스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라큐스 서쪽으로 2 시간 거리에는 버팔로(Buffalo), 서쪽으로 2 시간
거리에는 알바니(Albany), 그리고 남쪽으로 4 시간 거리에는 뉴욕시티(Manhattan),

남쪽으로 4 시간 거리에는 캐나다 토론토(Toronto) 및 몬트리올(Montreal)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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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및 장학금에 대한 질문
•

장학금 신청은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등록금과 기숙사비 및 식사비, 그 외 기타 부대 비용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그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교

지원 서류 가운데 있는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교의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등록금 및 기숙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수업료는 한 학기에 $ 4000 (32 credits x $125)로 1 년에 $8000 이며, 기숙사비는
일인당 매월 $700 로 기숙사비에는 식비 $500, Utility fee $150, 과외활동비 $50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년 학사 일정은 총 9 개월(6-8 월 제외)로 기숙사비의 1 년

총액은 $6300 입니다. 만약 여름 방학 기간(6-8 월) 동안 계속 기숙사에 머물기를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청구됩니다.
* 학교 방문에 대한 질문
•

자녀가 학교를 방문할 때 기숙사에서 하루를 머무를 수 있나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언제든지 학교와 기숙사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교직원과 일정을 결정하시면 낮시간에 학교, 기숙사, 교회 및 인근지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하루를 머무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는 예비학생들을 위해
기숙사에서 하루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학교를 방문할 경우 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학생들과 학모부님들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담임 교사 및 교장 선생님, 그리고 입학
상담 교사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학교, 기숙사, 교회 및

인근지역들을 학교 직원들과 함께 둘러보시게 됩니다. 방문 시간은 약 3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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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수업에 관한 질문
•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는 미국식 교육과는 다른 학교 시스템이었습니다(예: 영국식,
또는 각 선교지의 교육 시스템). 미국식 교육에 잘 적응할수 있을까요?

여수룬 기독학교는 여러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초대하여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맞추어진 학업 과정을 기반으로 모든 과정을 잘 수행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체육시간은 있나요? 학생들이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운동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홈스쿨링 규칙에 따르면 모든 고등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2.5

credit 의 체육 수업을 마쳐야합니다(대략 5 학기 정도). 원하는 학생들은 정규
수업후 방과후 활동으로 다른 학교나 지역의 운동팀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하루 숙제 분량은 얼마나 되나요?
전반적으로 매일 2-3 시간의 숙제가 배부됩니다.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있나요?
그렇습니다. 여수룬 기독학교는 세계 각 지역의 선교사 자녀(MK)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함께 생활 할 수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

학교 학제는 1 년에 몇 학기로 되어있나요? 학기 중에 어떤 방학들이 있나요?
여수룬 기독학교는 1 년에 2 학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을학기는 9 월부터 12 월

중순까지며, 봄 학기는 다음 해 1 월 중순부터 6 월초까지 입니다. 그러나 홈스쿨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은 조절 가능합니다. 겨울방학은 약 3 주

정도이며, 여름방학은 3 개월(6-8 월)입니다. 학기 중에 추수감사절, 부활절 방학이
있으며, 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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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과목을 들어야 하나요?
뉴욕주 고등학교의 홈스쿨링 규칙에 따라 모든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사회학,

제 2 외국어와 체육 수업들을 들어야합니다. 그 외에 여수룬 기독학교에서는 성경
수업과, 음악, 미술 및 IT 수업이 필수과목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Curricular Area

Credits Needed

Bible
English
Math
Science
Social Studies

4
4
4
4
4

Senior Seminar

.5

Foreign Language
Fine Arts

4
1.5

Physical Ed
IT & Media
Electives

2.5
2
1.5

TOTAL

32 credits

Specific Courses Required

American History (1 credit); participation in
Government(1/2credit), economics(1/2credit)
A semester-long independent study
involving intensive research and exploration
of current events across the world.
Includes art and music (choir, band, arts,
drama, speech, music theory etc.)
Fitness and Health (1/2 credit)

*Note: One semester = ½ credit course.
•

홈스쿨링 교재와 자료는 어떤 것이 사용되나요?
여러 출판사와 홈스쿨링 자료들을 토대로 여수룬 기독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가장

적합한 교재들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예: Veritas Press, My Father’s World, Saxxon,
Positive Action and Bob Jones University).
•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배우고 강의를 듣나요?
대부분의 수업은 교과서와 선생님을 통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에 대해 필요시에는 인터넷 강의나 온라인 활동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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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질문
•

학생들이 자신의 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학생들은 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지침과 요구사항 내에서 필요한
차량이 제공되며, 시라큐스 도시에서 제공되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식사는 어떻게 제공되며 밤에도 음식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생활할 기숙사(House of PAL)에는 부엌시설이 되어있어서, 식사시간에

맞추어서 매일 3 번씩 식사가 제공됩니다. 식사를 전적으로 맡아 수고해주시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학생들은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를 위해서 수업 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엌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되는 식사나 간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걸어서 5 분거리에

식료품점, 음식점 및 카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요시 개인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귀가 및 소등 시간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학생들은 매일 저녁 9 시 30 분까지는 기숙사에 귀가해야 하며, 기숙사에서
외출했다가 다시 귀가시에는 기숙사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귀가 시간에, 담당자는 학생들이 모두 기숙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크합니다. 학생들은 귀가 시간부터 그 다음날 새벽 6 시까지 기숙사를 떠나서는
안됩니다. 기숙사 귀가시간인 9 시 30 분 이후에는 학생들은 각자 11 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기숙사의 거실에서 조용히 친교를 할 수는 있으나 11 시가 되면 모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야하며 12 시 전에는 소등을 하고 취침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전화기는 오후 11 시까지 사용가능하며, 필요시에는 담당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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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나요?
학생들은 매 주일 오전 11 시에 시라큐스 한인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
해야 하며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중고등부 학생부 모임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민법에 따라 학생들은 보수를 받는 일은

•

학생들이 기숙사 안에서각각 분담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매주 집안 관리와 청소를 함께 도와야 합니다(예: 각자
개인적인 빨래, 쓰레기 버리기, 방 청소 등등)
•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복장의 제한은 없지만 학생으로서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합니다.

* 방학 및 휴일에 대한 질문
•

모든 학생들은 휴일과 방학 때 집으로 가야 합니까? 방학 때 기숙사에 머물러도
되나요?

학생들은 방학 때 꼭 집으로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학 때 기숙사에 머무를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700/월).

* 인터넷 및 컴퓨터와 관련된 질문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와야합니까? 컴퓨터는 언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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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져올 수
없다면 학교 전산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휴대용 전화기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학생들은 자유롭게 휴대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특히 기숙사 내에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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