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빈 크리스챤 스쿨  정말 쨩 !!이예요  - 지혜

매일 매일 캘빈 크리스챤 스쿨에서의 생활은 열심히 공부하는것과 다양한 액티비티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성경시간에서는 크리스챤으로써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여 하는지, 또 크리스챤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것

인지등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문제들을 놓고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은 외국 학생인 저에게 매우 자상하시며,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친절하게 시간

을 갖고 진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 담임 선생님 자랑인데요 정말 짱이에요...수업 시간에는 저희들이 좋아할만한 소재와 애기거리로 항

상 수업을 시작하시는데요..정말  수업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어요.  학교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액티비티를 하

는데요, 하키, 야구,배구 그리고 육상 경기들이 있습니다. 음악 활동에 적성이 있는 학생들은 합창단 활동, 밴드 

활동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학생회에서 활동하는등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것을 마음껏 즐기고 참여할수 있어 

좋답니다.특별히 밴드수업에서는 한학생당 한 악기를 마스터한다는 목표로 모든 학생들이 어떤 악기든 선택하

여 연습하게 하고 있습니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저로써는 학교 도서관에 잘 가는데요, 학교 도서관에는 매우 다

양하고 흥미있는 새책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세분의 사서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시 답니다. 리딩 버디 프로그

램은 고학년의 학생이 저학년의 학생의 반에 와서 책을 읽어주고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저에게는 좋은 친구를 

사귈수있는 기회였던것 같애요.하여간, 우리 캘빈 크리스챤 스쿨은 최고, 최고  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것은 정말 행운인것 같애요. ^^ - 주은

저는 금년에 한국에서 왔서 얼마 생활은 안했지만, 캘빈 크리스챤 스쿨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모든 선생

님과  학생들이 크리스챤들이어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모두 친절하답니다.
처음에 이곳에 와서 영어도 안되고 한국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학습 방법과 수업 분위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

히 혼란스러웠고 고민도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친절하신 담임 선생님은 제가 질문하면 언제나 진지하게 인내심

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캐네디언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여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 캘빈에 온것이 너무 행운인것 같애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 유

학 생활을 적응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저는 제 주변에 모두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행복한것 같애요. 캘빈 크리스챤 스쿨 화이팅 !!  

안전한 학교 분위기가 좋아요~~Linda K

캘빈에서의 생활은 너무 재미있고, 많은 친구들도 사귈수 있어서 좋아요. 특별히 선생님들은 매우 친절하시고, 자
상하세요. 제가 보기에 학교는 주변에 펜스들이 쳐져 있어 낯선 사람들이 올수 없어 안전한것 같애요. 그리고 선

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크리스챤이기에 항상 하나님 말씀과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애기를 해서 너무 좋은것 같

애요. 캘빈 크리스챤 스쿨이 최고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왕따 없는 캘빈 크리스챤 스쿨, 너무 좋아요.^^ - Grace C.

저는 우리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요? 크리스챤 학교쟎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정말 좋구요, 배우

면서 깨닫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캘빈 스쿨은 깨끗한 교실도 좋지만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때

묻지 않고 순수해서 좋은것 같애요. 다른 학교에 보면 유학생들 많이 왕따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캘빈에서는 절

대 없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매우 인자하시고, 자상하시며, 특히 저같은 유학생의 경우 처음 한달은 자주 직접 오

셔서 저에게 물어 보시는등 마치 할아버지 같아 좋았어요. 학교에는 각자의 적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

는 기회가 있답니다. 합장단, 밴드, 학생회, 각종 스포츠 액티비티등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캘빈 크리스챤 스쿨이 

너무 만족하구요, 사랑스럽답니다. 캘빈, 사랑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