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싱 크리스찬 스쿨

학교시설

41-54 Murray Street
Flushing, NY 11355

3 층으로 이루어진 본관은, 밝은 교실과 도서실,

718-445-3533

스마트 보드를 갖춘 컴퓨터실, 그리고 식당,

이메일

예배당, 체육관 등으로 쓰이는 다용도 홀이

info@flushingchristianschool.org

있습니다.

웹 싸이트

작은 학급 크기
작은 학급 크기는 교사와 학생간의 보다

PS
22

지도적 학생들의 모임
주니어 BETA 클럽은 명예와 봉사정신을
나타내는 국가적인 우등클럽으로서, 학급 성적
90 점을 이상을 유지하는 5 학년부터

Barclay Avenue

친밀하고 우호 적인 관계를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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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년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방과후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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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 정책

오후 2:30 부터 6:00 까지 진행되는 방과후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은 모든 인종, 국적, 인종적

학교는,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정기교육시간 후

배경을 망라하며 학생들에게 모든 권한, 특권,

자녀들을 감독하고 돌봐줍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프로그램은 스낵과 숙제 지도 그리고

허락합니다.

놀이시간을 제공합니다.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은 조지 지트맨 학자금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적법한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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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학력과
크리스찬 제자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유치부 - 8 학년
1950 년 설립

교장: Karen Blatt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시편 119:133)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의 사명

고등학교 진학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에서 높은 성과로 중둥교욱을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은 1950 년 설립된 이래,

마친 졸업생들은 상위권 서열에 있는 NYC 공립/사립

뛰어나고 영속적인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 있는 교과 과정

인생기술을 갖추도록 준비 시켜 그들의 인성뿐 아니라
두고 있습니다.

음악수업은 이론과 연주에 대한 학습을
포함하며, 추가적으로 1-5 학년은 키보드와 리코더를,
6-8 학년은 음악 감상력을 배웁니다. 3-8 학년은

졸업생들이 경건한 성품을 입증하고 우수한
더 튼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데 목표를

음악 프로그램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은 학구적 우수함을 강조하는
교육기관 입니다. 교과 과정은 뉴욕주 교육청의

밴드부 를 통해 악기 레슨을 받을수 있습니다.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은 뉴욕주 스쿨 음악 협회 멤버
입니다 (NYSSMA).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은 ELA,

우리의 책임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Terra Nova 학력검사 등
포괄적인 교과 과정에 대한 시험을 시행 합니다.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은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유학생 을 위한

아이에게 가르치라 (Prov. 22:6).”라는 하나님서 주신
책임을 완수 하여 가정과 교회를 지원하고 보안하여
줍니다. 초기의 균형 잡힌 바른 교육은 자녀의 태도와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I-20 비자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은 유학생들을 환영하며, I-20

매주 시행되는 미술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무한한
창조력이 개인의 작품이나 공동 작품에 표현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자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학생및 교환방문
프로그램에도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SEVP).
I-20 비자는 유학비자소지자(F-1 비자) 에게 미국

교사진

미술 프로그램

입국을 보장합니다.

교내 스포츠 프로그램
신체적 건강과 운동 기술을 향상 시키는 것 이외에도

플러싱 크리스천 스쿨의 교사진 은 전문적 경쟁력,

ESL 프로그램

기독교적 성품,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등에 근거합니다. 모든 교사진은 교육학 학사 또는

매주 5 일간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매주 5 일간 ESL

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 학생들의 성장과

수업을 듣게 됩니다. 능숙한 영어를 위해 도서실과

학부모님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에 최선을 다 합니다.

컴퓨터실 에서 방대한 자료를 이용합니다.

성경적 원리를 인생의 모든 국면에 적용하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도록 짜여 있습니다. 5-8 학년은
플러싱 크리스천 독수리 교내 스포츠 (배구와
농구)팀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 프로그램
영적 성장
주간 예배는 물론, 매일 경건 기도와 성경 공부는

모든 학생들이 1 학년 초기서 부터
스페인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이해가 성장하도록

선택 과목

도와줍니다. 예배당에서의 연설을 통해 학생들의 삷에

과학 기술
과학기술 프로그램은 2-8 학년에게 매주 제공 되며,
타자,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파워 포인트, 엑셀 과 자판
등 유용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메세지를 전달합니다. 플러싱 크리스천

5-8 학년에게선택 과목이 제공되며, 요리, 영화, 기술,

스쿨은 모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핸드벨, 스포츠 임상강의, 수화 등에서 선택할 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