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lat International School seeks to provide an education that goes beyond pure 
academics: education for life trains the next generation to be people of character, 

integrity and compassion; we prepare them to make a positive impact on the world 
whatever their career choice, and wherever they live.



UNDERSTANDING A WESTERN EDUCATION

Dalat International School is an American school that follows a United States of America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booklet is to help you understand something about a western or American style education as you enroll your 
child at Dalat International School. Although this booklet is not exhaustive, it does provide you with an explanation 
of some of the more important concepts of a western educational system. Please share this information with your 
child; it will give him or h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dventure ahead. 

The following are eight important concepts of a western-style education and some practical suggestions for parents 
to help your child be successful.

A Dalat International School Education ... 
1. Focuses on the student as a whole person: body, mind, soul, and spirit.

2. Emphasizes problem solving and creativity.

3. Involves the parents as team members in the educational process.

4. Administers discipline according to policies to modify inappropriate behavior.

5. Places a different emphasis on grades.

6. Utilizes a variety of assessment tools.

7. Emphasizes a college selection process that best suits the individual student.

8. Utilizes English as its language of instruction and requires the acquisition of a high level of English to be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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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CONCEPTS

1. FOCUSES ON THE STUDENT AS A WHOLE PERSON

Because Dalat International School is a college preparatory 
school, academics are very important; however, the 
school remains dedicated to educating the whole person, 
academically, spiritually, socially, emotionally and physically. 
Dalat tries to strike a balance where no one aspect of 
the student’s education is emphasized over another. We 
challenge our students to strive for the highest potential 
that God has gifted them, to develop strong character and 
leadership qualities, to learn to live in a global community, 
and to accept responsibility.

Suggestions for parents:

• Encourage your child to get involved in extra-
curricular or co-curricular activities such as: athletics; 
drama; student government; and clubs.

• Support your child’s involvement in co-curricular 
activities by attending his or her performances and 
competitions.

2. EMPHASIZES PROBLEM SOLVING AND CREATIVITY

Although some memorization and rote memory of content 
will always be required in a course of study, the integration, 
synthesizing, and application of material will be more 
emphasized at Dalat. It is important that a student has the 
ability to recall certain facts and knowledge; however, his or 
her ability to think through a process is much more important. 
The emphasis is on manipulating these facts, to problem 
solve, and to apply information to real life situations.  In a 
western education, emphasis is not on how much you know, 
but on knowing where to find information and applying it to 
solve a problem.

Suggestions for parents:

• Start when your child is young to encourage them 
to think out problems they encounter at home or 
with school work. Don’t always give your child the 
answers or simple solutions, but permit them to 
ponder, puzzle and struggle with problems. Help 
them to reach solutions by giving hints, but don’t 
permit them to get too frustrated.

• Encourage your family to work 
together or individually to solve simple 
puzzles or mind games.

3. INVOLVES THE PARENTS AS TEAM 
MEMBERS IN THE EDUCATIONAL 
PROCESS

At Dalat, teachers and parents are 
seen as a team working together to 
educate their children. Teachers need 
the support of the student’s parents 
in order to be successful. Parents 
should communicate often with 
their children’s teachers. Parent 
communication with teachers is 
not seen as interfering and will 

not negatively impact their children’s grades. Parents and 
teachers can also connect with one another through parent-
teacher conferences, involvement in the Parent-Teacher 
Organization (PTO), and attendance at the fine arts, athletics, 
and other school events. 

To foster this clos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it is important that parents understand that 
students need the constant support of a parent, relative, 
or significant adult who will be responsible on a daily basis 
for their health and general welfare. In order to achieve this, 
Dalat requires that students live with one or more parents, a 
“close blood relative,” or in the supervised Dalat dormitory 
facilities. Parents will be communicated with often via email, 
Skype, or phone calls. Parents should take responsibility to 
encourage and assist their children at home in their studies 
and activities. 

We all know that inevitably at some time some parents 
may have questions, misunderstandings, and/or feelings of 
disappointment about the performance of school employees 
(i.e. teachers, national staff or administration). It is common in 
western education schools to follow appropriate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hierarchy when addressing concerns. If 
there are problems, if possible, please first talk directly with 
the employee concerned. Both parties should attempt to 
listen to one another to determine clearly what the facts are 
regarding the areas(s) of concern. If after meeting together 
the issue(s) cannot be resolved, then the school counselor 
or school principal should be contacted to become involved 
in mediating the problem. If this does not bring resolution, 
then the director should be contacted. 

Suggestions for parents:

• Frequently ask your child about school life and their 
academic progress. Homework should be checked 
frequently and praised when appropriate.

• Schedule at least two parent and teacher 
conferences each year and communicate with the 
teacher and administration whenever you have a 
question.

• Join the Parent-Teacher Organization (PTO) and 
attend meetings.

• Support, through your attendance, school activities, 
such as open house, athletic events, concerts, plays, 
field days and PTO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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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 to your younger children in English and 
encourage your older children to read English 
fiction and non-fiction works for enjoyment. You 
should expose your children to good literature in 
English by bringing them to the library often.

• If possible, speak some English in the home to 
reinforce your child’s language acquisition.

• If your family can afford the extra expense, you 
should consider the purchase of a computer with 
English software and encourage online research 
and resources in English.

4. ADMINISTERS DISCIPLINE ACCORDING TO POLICIES TO 
MODIFY INAPPROPRIATE BEHAVIOR
Corporal punishment is not used at Dalat. Discipline is meant 
to be educational. Students will always be shown respect and 
be allowed to maintain their dignity. Dalat sees the teacher 
and administration working as a team with parents to instruct 
their children in appropriate behavior. Appropriate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so that consistency and fairness in the 
administering of discipline is achieved.

Suggestions for parents:

• Support teachers and administrators when it is 
necessary to administer discipline.

• Frequently talk to your child to keep the line of 
communications open. You should talk to your child 
about school life and their friends.

• Parents and students should read and become 
thoroughly familiar with the school policies outlined 
in the Student and Parent Handbook.

5. PLACE A DIFFERENT EMPHASIS ON GRADES

In a college preparatory school such as Dalat where over 95% 
of graduates go on to U.S. colleges,  grades, of course, are 
very important; however an over emphasis on a numerical 
or letter score may sacrifice true learning and create an 
unhealthy situation by overly stressing a student. Life skills 
such as collaboration, leadership, honesty and self-esteem 
are far more important than grades. Dalat tries to de-
emphasize grades and emphasize learning and doing one’s 
individual best. Creativity and imagination are life skills that 
have long lasting rewards. Learning can be taught to be a 
rewarding activity and not solely a means to achieve “good 
grades.”

Suggestions for parents:

• Offer some incentives or rewards for good grades 
but avoid putting too much pressure on your child.

• Avoid stern punishment when you and the teacher 
can determine that your child has done his or her 
best. Some children bloom or become motivated 
later in their school career.

• Parents are reminded that some children excel and 
are gifted by God in different areas of school life 
outside of academics and should be affirmed for 
their efforts.

6. UTILIZES A VARIETY OF ASSESSMENT TOOLS

At Dalat, measuring a student’s progress is done with a 
number of different tools. Assessment is done frequently 
and is not dependent upon just one test to measure success 
or achievement. This is applicable not only to a course of 



study but also to placement and college entrance. Dalat uses 
not only paper-and-pencil tests but also verbal, anecdotal, 
portfolio, project, and presentation forms of assessment. 
One test is seldom the sole measure of success.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advancement to the next grade level or 
higher level of education in high school is based upon units 
of credit as opposed to a single test score. This also applies to 
college application where grades and test scores are not the 
sole factor for acceptance. Letters of recommendation and 
involvement in co-curriculars and student life are also very 
important in the acceptance to quality colleges. 

Suggestions for parents:

• Encourage your child to place value and importance 
on every assignment they receive and not to put all 
their efforts on one or more test scores.

• Monitor your child’s progress closely and help them 
not to become too discouraged by one test score.

• If your child is struggling academically, be sure to 
communicate promptly with the teacher.

7. EMPHASIZES A COLLEGE SELECTION PROCESS THAT 
BEST SUITS THE INDIVIDUAL STUDENT

Dalat’s goal is to prepare students to be successful in 
post-secondary education in a field that best suits their 
individual gifts and skills rather than merely to be selected 
by a “big name” or prestigious school. Dalat tries to work with 
students and parents to set realistic goals and to emphasize 
education and learning rather than prestige. Particularly 
at the undergraduate level, factors such as classroom size, 
total enrollment, graduation percentages and overall quality 
of instruction for the financial investment should be most 
important. Although Dalat does a commendable job of 
preparing its students to attend the college of their choice, we 
recognize that not all students are ready or have the aptitude 
for a four-year college. Some students are more successful 
attending a two-year college or community college.  

Suggestions for parents:

• Encourage your child to speak with the school’s 
guidance counselor, check the college catalogues 
and handbooks, and investigate Expan software. 

• Start looking at colleges early and perhaps even 
visit some.

• Attend the college workshops held by the school 
guidance counselor.

• As a family, you and your child should sit down and 
consider your options and set some realistic goals 
including the financing of college.

8. UTILIZES ENGLISH AS THE LANGUAGE OF INSTRUCTION 
AND REQUIRES THE ACQUISITION OF A HIGH LEVEL OF 
ENGLISH TO BE SUCCESSFUL

In almost all western international schools, the language of 
instruction is English and all students are required to acquire 
proficiency in that language. The students will be completely 
immersed in the English language during the school day. This 
is required in order to assist them in the full acquisition of the 
language including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A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program at the 
school will assist in this acquisition; however, students must 
demonstrate both an aptitude and work ethic to transition to 
mainstream classes.

Suggestions for parents:

• Read to your younger children in English and 
encourage youolder children to read English fiction 
and non-fiction works for enjoyment. You should 
expose your children to good literature in English 
by taking them to the library often.

• If possible, speak some English in the home to 
reinforce your child’s language acquisition.

• If your family can afford the extra expense, you 
should consider the purchase of a computer with 
English software with an encyclopedia like the 
World Book Encyclopedia.

• If your child is a beginning ESL student, it is 
recommended that you have them attend English 
language tu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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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교육을 이해하기

달랏 국제 학교는 미합중국 커리큘럼을 따른 미국계 학교입니다.  이 책자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등록한 달랏 국제 

학교의 서양 또는 미국계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이 책자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양 교육 

시스템의 개념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여러분의 자녀와 나누시고, 이런 정보들이 자녀들이 

앞으로 경험해야 할 일에 대해 좀더 나은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서양 교육에 대한 여덟 가지 중요한 개념과 부모님들을 위한 실제적인 제안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을 도울 
것입니다. 

달랏 국제 학교 교육은 . . .

1. 학생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전 인격체에 촛점을 맞춘다.

2. 문제를 해결하고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3. 교육 진보를 위해서 부모님들을 팀 멤버로 포함시킵니다.

4.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한 정책에 따라 징계를 실시합니다.

5. 성적에 대해서 조금만 강조합니다.

6.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합니다.

7. 학생 개인에게 맞는 최상적인 대학 선택의 진행을 강조합니다.

8. 학문 언어로 영어를 활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영어 습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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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개념들

1. 학생을 전 인격체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달랏 국제학교는 대학을 준비하는 학교로서 

고등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을 

학업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성적으로 성장하는 

전인적 교육에 헌신할 것입니다. 달랏 학교는 학생의 교육에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주신 그들의 재능들을 

발견하고, 강한 성품과 리더십 특성을 개발하고, 국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제안들:

•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외 활동 또는 협동 활동, 

예를 들면 체육, 드라마 학생회 나 클럽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권해주십시오.

• 여러분의 자녀들이 협동 활동에 참여하여 발표나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 문제 해결과 창조성 강조합니다

비록 학과 중에 약간의 내용이 암기가 요구되지만 통합과 

종합, 물질의 적용이 달랏 학교에서 더 강조될 것입니다. 한 

학생이 어떤 사실과 지식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강조점은 이런 일을 잘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배운 지식을 진짜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양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정보가 있는 가를 아는 것이고 문제를 

푸는 것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제안들:

•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때 집에서나 학교 공부에서 

자신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격려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언제나 

답변이나 손쉬운 해결책을 주지 마시고, 그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아 내도록 노력하고 

고민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힌트를 

줌으로서 해결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돕고,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문제를 게임 한다는 

마음으로 해결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3. 교육과정에 부모님들을 한 팀으로 
포함합니다

달랏학교는 교사나 학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교육하는 한 팀으로 

간주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사들과 종종 의사 소통을 해야 합니다. 교사와 소통은 

자녀들의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학부모 교사 모임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고, 학부모 교사 협의회나 예술, 체육활동, 다른 

학교 행사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촉진 

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 또는 학생들의 매일의 건강과 

기본적인 복지를 책임지는 친척이나 관련된 어른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중요합니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랏 학교는 학생들이 친부모나 친척, 또는 기숙사의 감독 

안에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종종 이메일, 

스카이프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집에서 학업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의 의문 사항이나 오해, 또는 학교 

운영이나 직원 (교사, 현지 직원, 입학담당자) 등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적적할 

진행과정과 교육적 위계 질서에 따르는 것이 서양식 

교육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문제들이 있다면 

가능한한 먼저 관련된 직원에게 직접 말씀하십시오. 양측이 

관심 있는 사실에 대해서 서로가 먼저 대화가 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가 모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학교 카운셀러나 교장이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 만나야 

합니다. 만약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학교 디렉터와 

연결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제안들:

•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학업 진보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십시오.  숙제도 자주 점검해보시고 잘 하면 

칭찬도 해주십시오.

• 최소 매년 두 번 정도는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을 

계획하고 의문 사항이 있을 때마다 교사나 

입학담당자와 연락을 하십시오.

• 학부모 교사 협의회에 가입하시고 모임에 

참석해주십시오.

• 학교 활동, 예를 들면 오픈 하우스, 체육활동, 

콘서트, 연극, 소풍,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여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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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에게는 영어로 읽어주시고, 조금 

큰아이들에게는 재미 있는 영어 소설이나 실제 

이야기를 읽게 권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도서관에 

종종 데리고 와서 좋은 영어 책들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 가능하면 집에서도 영어로 얘기해서 아이들의 영어 

습득 능력을 강화시켜주십시오.

•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 과외로 지출을 한다면 영어 

소프트 웨어, 영어로 된 리서치 자료를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십시오. 

4. 부 적절한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한 규칙에 따른 징계 
운영안

신체적 처벌을 달랏 학교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받는 

학생들이 존귀하고 귀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랏 

학교는 교사와 행정이 부모와 함께 그들의 자녀들이 적적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져 왔고 처벌에 있어서 지속성과 공정성 있게 

실시 됩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제안들:

• 징계가 필요할때 교사들과 징계를 내리는 분들을  

지지해주십시오.

• (자주 자녀들과 얘기해서 대화의 창을 

열어주십시오.  학교 생활과 그들의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 해 주십시오.

•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생 학부모 핸드북' 안에 있는 

학교 규정들을 가족들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5. 성적에 대해서 조금만 강조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학교로서  달랏 학교는 미국 대학에 95% 

이상 진학하기에, 성적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숫자적인 성적 강조는 배움과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기술들 –협력, 리더십, 정직, 자존감들은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달랏 학교는 성적을 강조하지않고 

배움과 개인적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창조성과 상상력은 지속적으로 얻어야 할 삶의 기술입니다.  

배움은  활동의 보상으로 가르쳐 지는 것이지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에 대한 제안들:

• 좋은 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 약간의  장려금이나 

보상을 해주되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많은 부담을 

갖는 것을 피해주십시오.

•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을때는학부모나 선생님들은 징계를 

하지 마십시오. 몇몇의 어린이들은 학교생활을 

적응할수록 더 흥미를 느낍니다.

• 어떤 자녀들은 뛰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어 학교 생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 

것을 학부모들은 기억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6.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합니다

달랏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향상를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평가는 자주하고 단지 한번의 시험이나 

성공이나 업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학습 과정에 대한 

것뿐 아니라 현재와 대학 입학에도 적용됩니다. 달랏 학교는 

종이와 연필 테스트 뿐 아니라 구두 시험, 일상 생활, 서류, 

프로젝트와 숙제 제출을 봅니다. 한번의 시험으로 성공에 

대해서 절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성적에서 진보가 

있거나 고등학교에서의 상위 단계는 단 한번의 시험 성적에 

결정되지 않고 평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대학 

입학 원서에도 성적이나 시험 결과만이 입학 허가의 요소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천서와 방과후 활동 참여와 

학생의 학교 생활이 대학 입학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제안들:

•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모든 숙제에 가치와 

중요성을 두고 단지 시험 성적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말라고 권해주십시오.

• 자녀들의 진보를 자세히 보시고 단지 시험 성적에 

너무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선생님들과 속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학생 개인에게 맞는 최상적인 대학 선택의 진행을 
강조합니다

달랏 학교의 목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후에 그저 “

이름 있는” 또는 일류 대학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와 기술에 맞는 최상의 학교를 선택하는 것 

입니다.  달랏 학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실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명성보단 교육과 배움을 더 강조합니다.  

특별히 대학 과정에서 학급 규모나, 전체 등록 숫자, 졸업 

비율 그리고 재정 투자를 위한 강의 수준이 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비록 달랏 학교가 학생 각자가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대학을 가도록 권하는 일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모든 학생이 4년제 대학에 맞는 적성을 가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2년제 대학이나 커뮤니티 대학에 

다니는 것이 더 성공적일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제안들:

•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 카운셀러와 얘기 할 것을 

권하고 대학 안내 책자를 점검하고 관련 소프트 

웨어 자료에 투자하십시오.

• 대학들을 일찍 찾아보시고 할 수 있으면 

방문해보십시오.

• 대학 카운셀러가 개최하는 워크샵에 

참여해보십시오.

• 가족으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앉아서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 대학 학비 등을 고려해보십시오.

8. 학문 언어를 영어로 활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영어 습득을 요구합니다

대개의 모든 서양 국제 학교에서는 학문적 언어를 영어로 

사용되고 모든 학생들에게 능숙한 영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과 중에 영어 사용에 푹 빠질 

것입니다. 이런 환경은 듣기, 말하기, 읽기, 작문 기술 등 

언어를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에서는 

제 2외국어로 영어 프로그램을 (ESL)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만 학생들이 중요 과목들을 수강할 

때 자신들의 재능과 열심히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대한 제안들:

• 어린아이에게는 영어로 읽어주시고, 조금 

큰아이들에게는 재미 있는 영어 소설이나 실제 

이야기를 읽게 권해 주십시오.  아이들을 도서관에 

종종 데리고 와서 좋은 영어 책들과 만나게 해 

주십시오.

• 가능하면 집에서도 영어로 얘기를 하여 아이들의 

영어 습득 능력을 강화시켜주십시오.

•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 과외로 지출을 할 수 있다면 

영어 소프트 웨어 예를 들면 세계 백과 사전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 해 보십시오.

•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ESL 학생이라면 영어 과외 

교습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신 다음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대전 기독교 국제 학교)

홍혜순, 정은주, 이경혜, 숼리 

펜랜드, 토카스 펜랜드 박사, 

패트리카 서, 다윗 서 

말레이시아 페낭 국제학교

유니스 테, 제니 배, 아무이 리오, 엘시 

배 임, 그리고 래리 친



瞭解西方教育

Dalat國際學校是一所美國制的教育課程。您的孩子在Dalat國際學校(DIS)註冊就讀，因此這本小册子的目的將幫助您
瞭解某些關於西方或美國制的教育。 雖然這本小册子不全詳盡，但它提供您某些西方或美國教育體制最重要的概念。 
請與您的孩子分享這些資訊。 它將帶給他或她更好的理解以向前邁進。

下列是西方美國式教育的八個重要概念和一些實用的建議，以讓父母能幫助您的孩子獲得成功。

Dalat國際學校教育.... 

注重學生的整體人格發展: 身體、 心理、 靈魂和精神。  

1. 強調解決問題的能力和創造力。    

2. 強調父母參與學生的教育過程。

3. 執行紀律的政策懲罰糾正不恰當的行為。 

4. 重視學習的成果多於成績。

5. 運用各種各樣的評估工具。

6. 根據學生個別的需求而甄選最適合大學。

7. 運用英語作為教學媒介語，並要求學生的語言達致高級和熟練的運用程度以達致成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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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要的一些概念

1. 注重學生的整體人格發展: 身體、心理、 靈魂和精神  

由於Dalat國際學校是一所為學生預備上大學的預科學
校，我們非常注重學術。 但是，我們也注重學生整體人
格發展，即學術、精神、 社交、情感和體格上的發展。 
Dalat教育設法讓學生的教育達致平衡而不會因為強調某
些特長而失衡。 我們希望學生能發揮上帝所賜予他們的
天賦，展現最高的潛力，開發重要的人格和領導品質，學
會活在一個全球性的社區和敢於承擔責任。

給家長的建議

• 鼓勵您的孩子參與業餘或學校課外活動，例如: 體育
競技、戲劇、學生會和社團活動。 

• 通過出席孩子的表演和競賽活動以支持您的孩子參與
課外活動

2. 強調解決問題的能力和創造力

雖然在學習過程中難免需要一些熟記進程，但是Dalat更
注重綜合式和應用方式。 雖然學生能記住某些事實和知
識的能力相當重要，但是培養他們擁有獨立思考的能力
更為重要。 最主要重點是學生掌握事實以解決問題，並
且在真實生活情況下能運用資訊。 西方教育的重點不在
於您知道多少，但卻需要知道在哪裡找到資訊和運用它解
決問題。

給家長的建議

• 從小開始鼓勵他們自己仔細思考在家裡或學校課
業上所遇到的問題。 千萬不要輕易地給他們答覆
或解決方法，而是允許他們在問題或困惑中自己
思考，拼湊或掙扎。 最後引導他們找到解答而不
至於太沮喪。

• 鼓勵您的家人一起或單獨地解決簡單的難題或玩
益智遊戲。

3. 強調父母參與學生的教育過程

在Dalat 老師和家長在教育孩子上是
一個團隊。 老師需要學生家長的配合
以幫助孩子成功。 家長應該時常與
孩子的老師溝通而不要害怕這樣會打
擾老師或對孩子的課業成績引起負
面影響。 家長和老師可以通過家長
教師會議互相聯繫，參加家教協會
(P.T.O.)和出席學校藝術、運動和
參與其他學校活動以促進父母、
老師和學生之間的密切關係。 家
長必須瞭解學生需要父母、親戚
或監護人持久的支持以負責他們
的健康和每天的生活起居。 為了

達到此目的，Dalat要求學生與父母或有血緣關係的親戚
同住, 或者住在Dalat學校宿舍。 父母與老師通過電子郵
件、Skype、或電話經常保持通訊。 父母應該在家鼓勵
和協助他們的孩子課業上的難題和活動。我們理解有些
父母難免會對學校雇員(即: 老師、行政職員或管理人員)
的表現產生疑問、誤解和失望，這在西式教育制度裡是蠻
普遍的事。 所以應跟隨適當的規程對學校管理階層適當
的表達關心。 當發生問題時, 請直接地與有關雇員初步對
談。 兩者應該試圖聽取對方的意見以清楚地確定事實和
雙方所持的觀點。 如果不能解決問題, 則應該與學校輔導
處或校長聯繫。 如果再不能決議，則應交由校董解決。

給家長的建議

• 應該經常詢問他們關於學校生活和他們學術進展
並檢查家庭作業及給予適當的讚賞。 

• 當您有問題時，可以通過每年至少兩次的家長和
老師會議與老師或行政人員聯繫。 

• 加入家長教師家教協會(P.T.O.)並且出席會議。 

• 通過出席學校活動，例如: 開放日、 運動活動、 
音樂會、 戲劇、戶外活動日和家教協會(P.T.O.)
會議給孩子精神上的支持。 

• 應當用英語讀故事書給您的幼兒聽，並且鼓勵您
的孩子讀外國小說和非小說的文學作品，以享受
閱讀的樂趣。 

• 您應該常帶孩子上圖書館以讓您的孩子多接觸好
的英語文學作品。 如果可能的話，在家請多講一
些英語以加強您的孩子的語言能力。 

• 如果經濟許可的話，可以購買設有完善系統的百
科全書電腦。

4.   執行紀律的政策懲罰糾正不恰當的行為

Dalat不實行體罰，但教育他們成為有紀律的學生。 學生
將會受尊重和保有尊嚴。 Dalat的老師、行政人員將會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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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長合作指導孩子們正確的行為。 為了達到公平一致的
紀律政策，我們擬定了適當的政策。

給家長的建議

• 支援老師和管理層所作的紀律策略是必要的。

• 經常與孩子們談以保持溝通。尤其是談及您的孩
子學校的生活和他們的朋友。

• 家長和學生應該仔細閱讀和熟悉《Dalat學生和
父母手冊》所概述的學校政策。 

5.   重視學習的成果多於成績

Dalat是一所大學預科學校，每年有95%的畢業生將繼續
在美國學院深造，學術等級當然是非常重要的；但如果
過於注重分數上的數字或成績報告冊上的比分也許會失去
了真實的學習樂趣而創造了一個不健康的學習情況。 生
命教育上的技能例如:合作、領導、誠實和尊重遠比等級
來得重要。 Dalat不太強調分數等級的重要性但強調掌握
學習過程和個人最佳的潛能發揮。 創造力和想像力反映
個人一生所受用不盡的持久生活技能。 我們可以教導孩
子學習所帶來的獎勵，但它卻不是為達到 [好成績] 的手
段。

給家長的建議

• 孩子取得好成績時，應給予一些獎金或獎勵，但
避免施加孩子太多壓力。

• 當您和老師確定您的孩子已做了最佳的努力，請
避免嚴厲的處罰。有些孩子在學校的表現會在較
後的幾年才開竅。

• 家長必須知道上帝所賦予每個孩子的天賦和在學
校生活中所擅長的技能並不一樣，只要孩子已盡
力，就應感到欣慰。

6.  運用各種各樣的評估工具

在Dalat教育上，我們用各種評估方式以衡量學生的進
展。 我們認為學生的成功表現應該是從經常地評審中取
決，而並不是從學生的單一個測試中評定。 這個標準不
只在學校應用，甚至學院或大學入學測試也一樣。 西方
教育不止有筆試，而且還有口試，活動報告和演示等各種
各樣的評估方式。 我們鮮少以單一個測試決定一個學生
的成功與否。 我們也應該注意孩子在下個階段的進展或
在高中的高水準教育平均學分而不是以單一的測試分數確
定孩子的學習成果。 在大學或學院的入學評估中也是採
用這種標準。 等級和測試分數並不是單一被錄取入學的
因素，除此之外，推薦書和學生在校內和課外活動中的表
現也是進入高素質學院的因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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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鼓勵您的孩子重視於每項課業上的重要性而不是
把全部精力放在一個或多個測試的分數。



• 密切地監督您的孩子課業上的進展，並且幫助他
們不要為了一個測試的分數不理想而氣餒。

• 如果您的孩子在學術上有難題，必須及時與老師
溝通。

7.   根據學生個別的需求而甄選最適合大學

Dalat的目標是為了預備好學生能在大學裡發揮個人的潛
能和技能而不是選擇一所有 [名望] 的名校。 Dalat學校設
法與學生和父母同制定一種制度以實現實際目標，同時強
調教育是一種學習的過程而不只是聲望。特別在大學生水
準，其他因素例如: 教室大小、總註冊入學人數、畢業百
分比和整體品質的說明以作財務上的投資應該是最重要的
考慮。 雖然Dalat已做好學生進入學院前的準備。 我們
的教育系統並不是所有的學生都適合4年的大學的才能訓
練。 有些學生是更加適合上2年的學院或社區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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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鼓勵您的孩子向學校的輔導處顧問獲取諮詢，檢
查學院編目和手冊並且搜尋Expan軟件。

• 儘早獲取相關大學資訊或實地參觀。

• 參加學校升學輔導處的顧問所主辦的升學輔導工
作營。

• 您和您的孩子應該坐下一起考慮所作的抉擇，其
中包括制定一些實際目標和升學所需的財務預
算。

8. 運用英語作為教學媒介語，並要求學生的語言達致高

級和熟練的運用程度以達致成功

幾乎所有西方國際學校所指定的學習媒介語是英語，而
且學生必須熟練這種語言。在校期間，學生必須完全沉

浸在英文的教學環境。 這是為了要協助學生達致語言的
熟練，其中包括聽、說、讀和寫。 學校裡所提供的英語
作為第二語言(ESL)的課程將協助學生熟練英語。 無論如
何，學生終究需展示他的才能和課業素質，然後才轉入主
流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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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應當用英語讀故事書給您的幼兒聽，並且鼓勵您
的孩子讀外國小說和非小說類的文學作品，以享
受閱讀的樂趣。 您應該經常帶孩子上圖書館以讓
您的孩子多接觸好的英語文學作品。

• 如果可能的話，在家請多講一些英語以加強您的
兒童的語言能力。

• 如果經濟許可的話, 可以購買設有完善系統的百
科全書電腦。

• 如果您的孩子是剛上ESL課程，建議您讓他們額
外補習英語。



Dalat’s Mission
Education for life founded on a biblical worldview.

Dalat’s Vision 
For the glory of God we will…

never stop improving.
never stop inspiring.

never stop impacting our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