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ㆍ학부모 교육 동의서(AGREEMENT)

다음은 한국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자 및 학부모께서는 TCS .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신 후 아래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1. 

는 혼잡한 시대에 말씀안에 성장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UCS .

사명선언문2. 

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국제적인 지도자 UCS , 

양성을 위하여 성경적인 교육내용과 학생 중심의 교육 방법을 제공하며 모든 국적의 학생을 , 

대상으로 합니다.

인재상3. 

우리는 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UCS .

!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 건강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인

!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성과 영성 지성을 겸비한 자, 

!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원활히 구사할 수 있는 유능한 글로벌 인재 



page 2 / 3

신앙고백4. 

1) 크리스천기에 대한 맹세Pledge to the Christian Flag ( )

I pledge allegiance to the Christian flag

And to the Savior for whose Kingdom it stands;

One Savior, crucified, risen and coming again

With life and liberty for all  who believe

나는 유일한 구세주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그리스도와 그의    , 

나라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 

성경에 대한 맹세2) Pledge to the Bible ( )

I pledge allegiance to the Bible, God’s Holy Word

I will  make it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I will  hide its words in mine heart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 

이는 나의 발에 등불이며 나의 길에 빛이 됩니다  , . 

나는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담겠습니다  .  

 

교육과정5. 

1) 학교는 자체 교육계획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학교는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3) 학교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거나 발전을 위하여 학생의 입학 편입학 포함 당시와 ( ) 

다르게 교육과정을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page 3 / 3

지원자 및 지원자의 학부모는 캠퍼스의 교육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UCS .

년        월        일20   

지원자                       서명   ( )

학부모                       서명   ( )

진급과 진학6. 

1) 학생은 학업성과에 따라 상급 학년 또는 과정으로 진급한다.

2) 학업성과와 생활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진급 또는 

졸업을 유보 유급 할 수 있다( ) .

3) 진학은 개별 학생의 소명과 적성에 따라 학생 본인의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과 결정에 

따르며 이에 학교는 충실히 지도한다. 

학생 생활7. 

1) 학생은 학교의 각종 규정들을 지켜야 하며 이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징계 최고 퇴학까지 를 받을 수 있다( ) .

비용부담8. 

학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로서 학부모는 학교의 유지와 1)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학생에게 부과하는 비용 이하 후원금 이라 ( “ ”

함 을 부담한다) . 

학교는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각 학생에게 부과할 후원금의 항목과 금액 및 2) 

납부방법을 정할 수 있다.

학생이 정규 교육활동 외에 특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부모는 그 활동에 3)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부담한다 예 졸업여행비 비용 선교여행비 등. ( : , PMC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