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www.vcs.net/

admissions/international-admissions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

습니다) 

 입학신청서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작성하고 $100신

청비와 제출합니다 

 학생 입학신청서는 학생이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

다 

 학생의 2명의 교사 추천서 

 현재 학년의 성적표와 지난 2년간의 성적표 

 재정증명서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작성 

또한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 JR, 아니면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아니면 iTEP SLATE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모든 입학 신청서가 제출되고 일차 허가가 나면 면접 날짜가 

결정 됩니다.  학생이 San Jose 지역에 없다면 Skype를 이용

해 webcam 면접을 합니다.  보호자나 host family 또한 면접

을 합니다.  최종 합격 여부는 면접 후 한달 내에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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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here are documents to submit (available for download 
at www.vcs.net/admissions/international-admissions) 
A. the Application, filled out by the parent or guardian, 

along with the application fee of $100. 
B. the Student Application, filled out by the student in his/

her own handwriting. 
C. the student’s two Teacher Recommendations. 
D. the Academic records (grades) for the current school year 

and the last two school years. 
E. the Financial Disclosure Form, filled out by the Parent or 

Guardian. 
 
There also needs to be submitted a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est) or the TOEFL JR, or the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or the iTEP 
SLATE. 
  
After all applications have been submitted and received initial 
approval, an interview is scheduled.  If the student is not in 
the San Jose area, the interview can be done via a webcam 
using Skype.  The guardian or host family is also interviewed.  
Final admissions decisions are made within one month after 
the interviews. 
 

What is the application process for International Students? 

국제 학생 입학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We are so glad you are learning more about Valley Christian 
Schools—we love and care for each international student in 
our program and want to answer all your questions.  Please 
contact us! 
 

Kris Rapazzini, International Student Director 

international.info@vcs.net, 408.513.2498 

Julie Houp,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international.admissions@vcs.net, 408.513.2507 

 

Valley 기독학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니 기쁩니다.  

저희는 각각의 국제 학생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

으므로 궁금해 하시는 모든것을 알려 드리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을 찾아 주세요! 
Kris Rapazzini, International Student Director 

international.info@vcs.net, 408.513.2498 

Julie Houp,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s 

international.admissions@vcs.net, 408.513.2507 

Who should I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VCS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VCS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누구와 연락하면 됩니까? 

Yes, all international students must have health insurance to 
attend our school.  They may select and purchase their own 
health plan in their home country if it is recognized in Califor-
nia, or they may purchase a plan in California immediately 
upon arriving, or they can sign up with the IMG (International 
Medical Group) international student insurance health insur-
ance plan we offer through VCS. 

네.  모든 국제 학생들은 의료 보험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나라에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쓸 수 있는 보험

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거나, 캘리포니아에 도착 

하자마자 이곳의 보험중 하나를 사거나, VCS에서 제공하

는 학생 의료 보험인 IMG (International Medical Group)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o students need health insurance to attend VCS? 

VCS에서 수학하려면 학생 의료 보험이 있어야 하나요? 

We have 100 international students on our 
campus for the 2015-2016 school year.  This 
year, they come from the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Brazil, Indonesia, Japan, Tai-
wan, and Vietnam.  They attend classes with 
the 1410 American students in our high school, 
and 700 American students in our junior high 
school. 

2015-2016학년중에 100명의 국제 학생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등록한 학생

들은 한국, 중국, 브라질, 홍콩, 대만, 베트

남에서 왔습니다.  이들은 1410 명의 미국

인 고등학생이나 700명의 미국인 중학생

들과 수학하고 있습니다. 

How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 VCS and from which countries do 
they come? 
VCS에서 수학하는 국제 학생은 몇명이나 되며 어느 나라 출신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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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gularly have our international  
students accepted to prestigious universities, 
which include UC Berkeley, UCLA, Universi-
ty of Wisconsin, Boston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 and Yale.  Because of the excellent 
college preparation with many honors and Ad-
vanced Placement courses, international stu-
dents who attend our school for 3 to 4 years 
have higher college placements than do stu-
dents who only attend only 1 or 2 years.   
Students can also build strong college  
applications through participation in our Con-
servatory of the Arts program or through the 
Applied Math & Science Institute.  Each inter-
national student is assigned to a special VCHS 
college counselor to help him find and apply to 
many different kinds of colleges. 
 

저희 국제 학생들은 그동안 꾸준히 UC 

Berkeley, UCLA, University of Wiscon-

sin, Boston University, Syracuse Uni-

versity, Yale대와 같은 명문대에 합격해 

왔습니다.  여러 우등생 과목이나 Ad-

vanced Placement 과목등으로 탁월한 입

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 3-

4년 수학한 국제 학생들이 1-2년 수학한 

학생들보다 대입 경쟁력에서 더 유리합니

다.  또한 저희의 예술 학교 프로그램이나 

응용 수학, 과학, 공학 연구소에 참여함으

로 뛰어난 대입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각의 국제 학생들에게는 VCHS 대학 지도 

교사가 지정되어 여러 종류의 대학을 찾고 

입학 신청하는것을 도와줍니다. 

To what type of colleges do VCS international students get accepted?   

VCS의 국제 학생들이 입학 허가를 받은 대학들은 어떤 곳인가요? 

We do not have an English Second Language 
program for our international students.  Be-
cause our international students are mixed in 
with our American students in all the college 
preparatory classes, each student accepted into 
VCS needs to demonstrate strong abilities in 
written and spoken English.  They demonstrate 
this knowledge through a good score on the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
guage test), or the TOEFL JR, or the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
tem), or the iTEP SLATE, as well as being 
able to listen and speak with us comfortably 
during the 30-minute interview (in person or 
via webcam). 

아니오.  저희 국제 학생들은 모든 대입 준

비반에서 미국인 학생들과 동등하게 공부

하기 때문에 VCS 입학시 월등한 영어 작문

과 구어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 JR, 아니면 IELTS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아니면 iTEP SLATE를 통해 높은 

점수로 영어 능력을 증명하고, 30분간의 

저희와의 입학 면접(직접 대면하거나 

webcam으로)을 통해 듣고 말하는 능력 또

한 보여주게 됩니다. 

Does VCS have an ESL program? 

VCS에는 ESL 프로그램이 있나요? 

http://www.vcs.net/admissions/international-admissions
http://www.vcs.net/admissions/international-admissions
http://www.vcs.net/admissions/international-admissions/
mailto:lkohlmoos@vcs.net
mailto:international@vcs.net
mailto:lkohlmoos@vcs.net
mailto:international@vc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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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ervatory of the Arts is an outstanding program that is 
most unusual in the United States.  Students take all their col-
lege preparatory classes, but they have special abilities in either 
music, theatre, dance or the visual arts.  They submit a short 
application to the Conservatory after they are accepted to VCS 
and explain what their talent is.  Students in the Conservatory 
often take additional music, theatre, dance, cinematography, or 
visual arts classes are they have interest with the renowned 
Conservatory instructors.  They may take special lessons out-
side of school, give recitals and build a portfolio for acceptance 
to college.  A number of our international students are part of 
our Conservatory of the Arts program.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onservatory, go to this link:  

conservatory.vcs.net 
 

저희 예술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아주 특별하고 훌륭한 프로

그램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필요한 모든 과목들을 강

의 시간에 배울 수 있지만, 음악, 연극, 무용, 영화예술, 시각

예술 등에도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은 VCS에 합격한 후 그들이 가진 재능을 설명하는 간단한 

입학 신청서를 예술학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술학교 학

생들은 유능한 예술학교 교사들로 부터 관심 분야에 대해 배

우게 되며, 학교외에서 특별 레슨을 받기도 하고, 발표회를 

하기도 하고, 대입에 필요한 portfolio를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국제 학생들이 예술 프로그램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면 

다음의 링크를 보십시오. conservatory.vcs.net 

Some international students join the Conservatory of the Arts after they are accepted to VCS.  What is 
the Conservatory? 

어떤 국제 학생들은 VCS에 입학한 후 예술학교에 가입한다는데, 예술학교란 어떤 곳 입니까? 

The AMSE Institute is for VCS students will particular interest 
or strengths in science and/or math, students who want to be 
trained with the highest courses in math and science, who want 
to work closely with local business entrepreneurs and scientists 
while they take their regular college preparatory classes.  These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do research on university-level 
projects, enter special math and science competitions, etc.   
International students may apply into AMSE after being ac-
cepted into Valley Christian School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AMSE Institute, go to this link:  

amse.vcs.net 
 

AMSE연구소는 과학과 수학 또는 그중 한가지에 관심이 

많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는 VCS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일반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과목들은 강의 시간에 배움과 

동시에 고 단계의 수학과 과학 교육을 받고, 지역 경영자

나 과학자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학생들은 대학 수준의 연구 계획에 참여하거나, 특별한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국제 학생들은 

VCS에 합격한 후 AMSE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

다.  AMSE연구소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면 

다음의 링크를 보십시오.  amse.vcs.net 

Some international students join the Applied Math, Science and Engineering (AMSE) Institute after 
they are accepted to VCS.  What is AMSE? 

어떤 국제 학생들은 VCS에 입학한 후 응용수학, 과학, 공학 연구소에 가입 한다는데, AMSE란 어떤 곳 입니까? 

While most students who attend our school consider them-
selves Christians, we also take students who, along with their 
parents and guardians, are not Christians but are very open to 
learning more about Jesus Christ and the Bible.  Although each 
student is free to make his/her own choice about religion, many 
of our international students become Christians as a result of 
attending our school.  This decision of the student needs to be 
supported by the family and guardian as a positive step in the 
student’s spiritual and moral growth. 

저희 학교에 등록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들을 기독교

인으로 간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 기독교인 이더라

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 배울 마음의 자세가 되 

있는 학생과, 더불어 그들의 부모님과 보호자들을 받아 

들입니다.  각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만, 국제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 수학한 결과 기독교인이 되는 경

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결정은 학생의 정신

적, 도덕적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단계로 가족과 보호자

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Does the student have to be a Christian to attend Valley Christian Schools?  

VCS에서 공부하려면 학생이 기독교인 이어야 합니까? 

The early date to return completed applications, along with the 
application fee, is Friday, February 8, 2016 for “priority con-
sideration.”  Applications received after February 8, 2015, will 
also be considered after the Priority Consideration applicants 
have been evaluated.  We want many excellent students to ap-
ply to our school throughout the spring of 2015! 

2016 2월 8일 (금요일)까지 완성된 입학 신청서를 제출하

면 “우선 고려 대상” 으로 처리됩니다.  이날 후에 제출되

는 입학 신청서는 “우선 고려 대상” 신청서를 평가한 후 

보게 됩니다.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2016년 봄에 밸리 

크리스천 스쿨에 지원하기 기대합니다! 

 When is the application due? 
입학 신청 마감 날짜는 언제인가요? 

International students must obtain an F-1 visa from their local 
US Embassy to attend school in the U.S. for more than one 
year.  In order to obtain an F-1 visa, the international student 
must first be accepted at a SEVIS-approved school, such as 
Valley Christian Schools.  After the student has been accepted 
to VCS, and his/her family returns the Enrollment Contract to 
our school, we issue the student the I-20 form.  We send the I-
20 by certified mail courier to the student in their home coun-
try.  The student then takes this form to the U.S. Embassy and 
requests an F-1 visa. 

국제 학생들은 미국에서 일년 이상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는 학생이 사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

아야 합니다.  F-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SEVIS에

서 인증하는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VCS는 

인증된 학교중 하나입니다.  학생이 VCS에 입학이 허가

되어 등록 약정서를 제출하면, 저희는 I-20를 발행 합니

다.  I-20는 등기 우편으로 학생의 집에 보내지게 되고, 

학생은 미국 대사관에 F-1 비자 신청과 함께 I-20를 제

출하면 됩니다. 

What about the I-20 and F-1 visa? 
I-20와 F-1 비자는 어떻게 받나요? 

Students have the highest percentage of acceptance if they ap-
ply by the Priority Consideration Deadline in February, can 
demonstrate a high level of skill in speaking and writing Eng-
lish, and can show involvement in programs right now that 
they will continue in once accepted to VCS, such as music, 
dance, theatre, sports, clubs, etc. 

“우선 고려 대상” 으로 신청하면 입학 허가를 받을 확률

이 높아집니다.  영작문과 구어 능력이 고단계에 속하는

지를 증명하고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운

동, 클럽 활동등을 VCS에서도 계속 할것을 2월까지 보여

주면 됩니다. 

How can I have the best opportunity to be accepted into Valley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 

VCS 국제 학생으로 최우선으로 입학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요? 

VCS does not board international students or directly place 
students in homestays.  Many students stay with family friends 
or relatives in the area.  Other families contact local churches 
and ask church leaders to help find a good homestay.  Other 
families contact homestay agencies in the South Bay Area 
through which they can be placed in a home.  We can give you 
contact information for these churches or agencies. 
 

아니오.  VCS에는 기숙사도 없고 홈스테이 소개도 직접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지역의 가족 친구

의 집이나 친지집에 삽니다.  어떤 가족들은 지역 교회를 

통해 믿을 만한 홈스테이를 소개 받기도 하고, 어떤 가족

들은  남부 Bay Area에 위치한 홈스테이 전문업체를 통

해 찾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교회나 전문업

체를 알려 줄수는 있습니다. 

Does Valley Christian board students or find homestay families?  

VCS에 학생 기숙사가 있거나 홈스테이 가정을 찾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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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cs.net/sitemap/mathscience
http://www.vcs.net/conservatory/index.aspx
http://www.vcs.net/sitemap/mathscience
http://www.vcs.net/sitemap/mathsc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