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TCIS Residence Program Advantage

Accreditation 
TCIS is accredited by ACSI, an organization which is known for its exemplary programming and 
high standards of care. This accreditation is an additional assurance for families that the TCIS 
Residence Program is high-quality and is constantly developing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Did you know? TCIS has the only such accredited boarding program in all of Korea!

So, you are considering the TCIS Residence Program? That is great news!
The TCIS boarding program truly is a wonderful place for student care and often it is the best 
option for a child whose family is living outside of the local area. Families who are considering 
living in the TCIS Residence Program usually have the same two questions: 

1.  Will my child really be CARED FOR?

2. Will my child be able to achieve as well ACADEMICALLY while living in a dormitory?

The answer to both of these questions is a resounding “YES!”

Unique Advantages to Care in the TCIS Residence Program 
Dorm life fosters a level of supervised independence and provides experiences that 

help prepare a student for their transition to university, especially university abroad. 

The family-like atmosphere and bonding experiences provide the perfect setting to build 
lifelong relationships.

Residence staff have experience and dedication, with an enthusiasm centered on the care, 
nurturing, and personal development of young people.

Our holistically-designed program focuses on personal growth, character development, and 
leadership for the future success of each student.

Campus life gives convenient access to necessary facilities as well as after-hours access to 
a variety of academic, health,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cademics and the Residence Program
Our qualified and dedicated staff are more than just supervision. They are passionate about the 
entire wellbeing of all our children. As such, they recognize that academic achievement is one of 
the primary goals for those students attending TCIS in the residence program. Obviously, student 
initiative is the biggest factor in academic success, but there are many ways that a student can be 
supported in order to help them achieve their very best. 

Key Ways That the Residence Program Promotes Academic Achievement 
Regular, monitored study halls provides a quiet atmostphere and encourages productivity. 

Extended, late-night study times are accommodated and at times encouraged.

Qualified teachers live with and among our students in the dorm and offer subject-specific 
assistance in the evenings.

Our unique Academic Assistance program surveys teachers weekly to identify individual student 
academic needs and then connects students with teachers for needed assistance.

Programming and interactions in English increase student levels of language fluency. 

Living among fellow classmates open opportunities for group work and student-to-student 
support and learning.

Superior Care for Children
We work to a very high standard in order to provide intentional care for all students in the 
Residence Program. Our residence staff constantly strives to see that the core needs - safety, 
comfort, support, guidance, and growth - are met. We do not want to merely create a place for 
your child to sleep, but we want to create a family-like atmosphere. There are many ways to 
define success, but we run our programs with the following things in mind: 

We want to be sure that children are safe from physical and emotional harm. In occasions 
when students feel less than safe, we have processes in place to hear and relieve students. 

We want to be sure that students are equipped to succeed in their education. Program and 
resources should work to help turn their inner drive into exceptional performance. 

Students should feel like the people providing care really do care! We believe our staff 
should be intentional in their encouragement and concern, as well as active in their listening. 

Along with wanting our students to be safe and study hard, we also want our students to 
grow personally as people of character. A successful student needs to be responsible, 
caring, problem solving, collaborative, and resilient. Our program, by its nature, encourages 
such personal growth, and our care givers are passionate about being a part of that process.

“Dorm Student” Performance Measured Against “Day Student” Performance
We want to be sure that we are providing as positive a learning environment as we possibly can, so we 
look at our data very closely when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our programs. Probably our most 
basic benchmark in evaluating our learning environment is whether it allows a student to equal or 
exceed that of day students, who live in their actual home environment. We are proud to say that our 
dorm student performance is comparable to and can sometimes exceed that of da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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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is averaged for each of the current Grade 9-12 classes (Classes of 2017-2020) in the 2016-2017 school year.
Day Student & Dorm Student GPA Comparison

64%
36% GPA Increases upon leaving 

the Residence Program

GPA Decreases upon leaving 
the Residence Program

We sometimes have students who move in and out of the dormitories, based on family 
circumstances. We have found that there is a strong trend that grades decrease when 
students leave the structure and accessibility available in the dorms. (2009-2016 data)

A Noticeable Trend

Real Care & Academic Support in the TCIS Residence Program



TCIS 기숙사 프로그램의 장점

기숙사 인가 
TCIS는 모범적인 기숙사 운영 및 최고의 기준을 내세우는 단체 ACSI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이 단체의 
인가는 가족에게 TCIS 기숙사 프로그램이 우수하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확신을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TCIS가 한국에 있는 기숙사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이런 형식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TCIS 기숙사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TCIS 기숙사 프로그램은 학생을 보살피는데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며 대전 외의 지역에 사는 가족에게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TCIS 기숙사 프로그램에 자녀를 맡기려하는 가족은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1.  나의 아이가 정말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기숙사에 살면서 아이가 학업적인 면에서 성취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완벽한 “네!” 입니다

TCIS 기숙사 프로그램 보살핌의 특별한 장점 
기숙사 생활은 학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학 특히 해외에 있는 

대학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과 같은 분위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분위기는 평생에 이어갈 관계를 만드는데 최고의 곳입니다.

기숙사 스태프는 오랜 경험과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청소년의 보살핌 및 개인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다방면을 염두하고 설계를 했으며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개인성장, 
인격형성 그리고 리더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쉽게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방과후 다양한 공부, 보건 그리고 오락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업 및 기숙사 프로그램
저희의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기숙사 스태프는 관리감독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의 전체적인 건강 
및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 프로그램에 있는 학생의 주요목표 중 
하나는 학업성취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업성취의 가장 큰 요인은 학생의 진취적인 자세이나 학생이 
최선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를 권장하는 주요방법
주기적이고 관리감독이 시행되는 자습시간은 조용한 공부환경을 제공하며 학업적 성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부가적인 그리고 늦은저녁 자습시간이 제공되며 어떤경우에는 권장을 합니다.

임용된 교사가 학생과 같이 기숙사에 거주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특정과목에 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특별한 학업지원 (Academic Assistance) 프로그램은 매주 선생님에게 보내는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학생의 학업진도를 확인하고 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선생님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숙사 프로그램 내에서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학생의 언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학급친구들과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같이 공부할 기회 및 다른 학생과 상호적인 지원 및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최상의 보살핌
저희는 기숙사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의도있는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기준에 맞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숙사 스태프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요소 - 안전, 편안함, 지원, 지도 및 발전 - 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단순히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해두고 기숙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을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위험으로부터 확실히 보호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저희는 학생이 학교 교과과정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싶습니다. 기숙사 프로그램 및 
학교지원을 통해  학생에게 내재된 열정이 학업적인 성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보살핌을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낀다는 것을 몸소 느껴야 합니다! 저희는 스태프가 
의도적으로 학생을 장려 및 걱정하며 소통에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안전 및 학업적인 성취외에 저희는 학생이 사람으로써의 인성 및 인격형성을 원합니다. 
성공적인 학생은 책임감, 배려심, 문제 해결 능력, 협동심 그리고 정신적 강인함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그 과정의 일부분이 되는 것에 
저희 스태프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숙학생과 통학생의 성적비교
저희는 최상의 공부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저희의 공부환경을 평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기숙학생의 학업성취도가 실제 집 환경에서 거주하는 통학생의 수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조사결과 기숙학생의 학업성취는 통학생의 것과 비슷하며 어떤 때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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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는 2016-2017년 학업년도 현재 9-12학년 (2017-2020년 졸업반)의 평균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통학생 및 기숙학생의 GPA 비교

64%
36% 기숙사 프로그램을 떠난 

후 GPA 상승 

기숙사 프로그램을 떠난
후 GPA 하락

가족 상황에 따라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학생이 때때로 있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기숙사의 
체계 및 제공되는 학업지원을 벗어남으로써 성적이 하락하는 뚜렷한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2009-2016년 자료)

뚜렷한 추세

TCIS 기숙사 프로그램의 진정한 보살핌 및 학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