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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토쿠기주쿠고등학교 
MEITOKU GIJUKU SENIOR HIGH SCHOOL

메이토쿠기주쿠고교 영어코스

듀얼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
일본·캐나다 고교졸업자격 더블 취득 프로그램

영어코스 특별프로그램

국내·해외대학수험

(2년차 3학기 2월 ~ 3년차 3학기 3월)

메이토쿠기주쿠

고교3년

●영어검정·TOEFL·TOEIC지도

●해외대학 입학수속지도

●국내유명사립대 수험지도

메이토쿠기주쿠고등학교졸업(3월)

다코다칼리지졸업자격취득

다코타컬리지고교입학

(1년차 3학기 1월 ~ 2년차 3학기 1월)

캐나다유학

고교2년

● 전기수업 수강(1~6월 다코타칼리지에서의 
 필수단위취득)

● 섬머스쿨(7월)

● 스터티캠프(8월)

● 후기수업 수강(9월~1월다코타고교에서의 필수단위취득)

● 캐나다·매니토버주 통일시험수험 (귀국직전)

● 유학단위(30단위)의 인정

(1년차 1학기 4월 ~ 3학기 1월)

메이토쿠기주쿠

국제영어코스 입학

고교1년

● 영어 집중수업(주10시간)

● 스피치·커뮤니케이션(주4시간·외국인교사)

● 유학준비 합숙

● 이문화 이해 강연회

● 유학 워크숍

● 캐나다 유학 출발(1월하순)

프로그램 내용

매니토버주 교육장관으로부터의 메세지

저는 메이토쿠기주쿠와 다코타컬리지의 듀얼서티피케이트프로그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이토쿠기주쿠의 학생이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문화나 생활습관을 
배우는 것은,  매니토버주에게도, 외국에서의 유학생이나 이문화
를 받아 들여가는 국제교류발전의 큰 도약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다코타컬리지와 메이토쿠기주쿠의 교류는, 다른 곳에서 흉 내낼 수 없는 케어와 
학력향상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살려 
듀얼서티피케이트프로그램의 향상과 발전이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듀얼서티피케이트프로그램
제1기생의 이정학 학생과 니시무라 미호 학생

캐나다 마니토버주 교육장관
Mr. Peter Bjornson과 
교육차관Mr. Gerald Farthing

Dual
Certificate
Program

3년간으로, 일본·캐나다 2개국의 고교졸업자격을 동시에 취득.

듀얼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은, 고교 3년간으로 일본과 캐나다 양국의 고교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코타컬리지고교 (캐나다, 매니토버주 위니펙시)에 1년간 유학하여(고교 2년차), 졸업 시에 메이토쿠기주쿠고교 (국제영어코스) 
와 다코타컬리지고교의 2개의 졸업자격을 동시에 취득합니다. 물론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Q&A

메이토쿠기주쿠고교에서 다코타컬리지에의 1년간 
유학생들의 과거 10년 이상의 성적실적을 평가하여, 
캐나다・매니토버주 교육청이 단위상호 교환을 
인정하여 졸업자격수여를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교에서의
1년간 유학생은 다코타컬리지에서의 필요학점을 
이수하면, 본교에서의 단위를 다코타컬리지의 
학점으로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

왜 1년간의 유학만으로, 캐나다의 
고교졸업자격이 주어집니까?

Q 유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Q

A 메이토쿠기주쿠고등학교에서의 
유학생담당자 홈즈선생님이 
학생들의 고민부터 수업, 
홈스테이까지 친절하게 지도해 
줍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 
프로그램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북미에서 
치안이 제일 좋은 나라입니다. 

캐나다의 고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Q

북미, 세계의 대학진학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대학진학에 관해서는, 학업성적과 
통일시험의 결과에 따라, 캐나다 국내의 대학 
어디에도 진학할 수 있습니다. TOEFL의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캐나다의 
대학진학이 확실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자격이 있으면, TOEFL면제대학도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대학진학에 유리합니다.

A

 2년간의 일본유학 1년간의 영어권유학 (캐나다, 호주)

고교 교육의 결정판

 TOEIC 
900점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1급(N1)을 목표로 !

한국어, 일본어, 

영어의 3개 국어를

목표로 !

MEITOKU GIJUKU SENIOR HIGH SCHOOL
http://www.meitoku-gijuku.ed.jp E-mail:info@meitoku-gijuku.ed.jp

Dounoura Campus (Main school)
Shimo Nakayama 160, Uranouchi, Suzaki City, Kochi Prefecture, 785-0195
Tel: +81-88-856-1211  Fax: +81-88-856-3214

Ryu International Campus
Ryu 564, Usa, Tosa City, Kochi Prefecture, 781-1165
Tel: +81-88-828-6688  Fax: +81-88-856-3060

2013년 4월 입학 유학생 모집 

1차 학교설명회

2012년 9월 22일(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12년 9월 23일(일)  부산 및 제주도 실시

2차 학교설명회 및 1차 입학시험

2012년 10월 20일(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12년 10월 21일(일)  부산 및 제주도 실시

2012년 11월 17일(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12년 11월 18일(일)  부산 및 제주도 실시

3차 학교설명회 및 2차 입학시험

2013년  2월  2일(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13년  2월  3일(일)  부산 및 제주도 실시

3차 입학시험

2012년 10월 입학 유학생 모집

1차 학교설명회 

2012년 6월 16일(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12년 6월 17일(일)  부산 및 제주도 실시

2차 학교설명회 및 1차 입학시험

2012년 7월 21일(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12년 7월 22일(일)  부산 및 제주도 실시

2012년 8월 25일(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012년 8월 26일(일)  부산 및 제주도 실시

2차 입학시험

 2년간의
일본유학

1년간의 영어권유학
 (캐나다, 호주)

DoubleDouble

1994제휴 

Australia(Sydney)

Presbyterian
Ladies’ College,
Sydney

대표적인 유학처

1.이수과목에 대하여
과목의 취지

유학기간 중의 학습내용, 학습방법에 관한 지도8
유학전에 유학기간 중에 어떠한 공부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호주의 현지교의 공부는「예습」 이 가장 중요합니다.

메이토쿠기주쿠는 자매교에 유학함으로 캐나다, 호주의 현지교에 
있어서 공부내용, 공부방법에 대하여의 사전준비가 충실하고 
있습니다. 

2.각 과목의 수업계획에 대하여 
수업예정, 학기중에 읽는 책의 목록, 리포트의 과제, 시험

◎영어Ⅰ: 4시간　　　◎영어회화Ⅰ: 2시간
◎영어회화Ⅱ:2시간　◎TOEIC :2시간

주 10시간의 영어수업2

게이오기주쿠대학, 와세다대학, 동지사대학, 
간사이외국어대학, APU대학, 시드니대학 등

영어코스의 한국유학생의 대학진학실적4

유학중의 메이토쿠에의 납부금은 수업료, 교육충실비, 후원회비만 
◎비용 일반코스 ⇒ 230만엔 듀얼코스 ⇒ 250만엔

고교 2학년 때의 영어권에의 유학경비5

◎1회 : 테이블매너, 베드메이킹 등, 유학생활 기초지식의 습득
◎2회 : 메이토쿠기주쿠에 유학한 호주인 유학생과의 영어합숙 

유학에 대비하여 집중합숙(연2회)3

유학중의 생활지도1

2월:유학출발   4월:교원파견　7월:교원파견   12월:유학종료

메이토쿠기주쿠고교의 교원이 유학기간 중 2회 현지에 
부임하여, 공부면과 생활면의 지도를 합니다.

TOEIC, 영어검정 수험대책의 충실7
◎영어코스 유학 후, 고교 3년생 때의 한국인
   유학생의 영어실적 

A 학생   TOEIC 975점 

B 학생   TOEIC 915점

10월에 입학하는 3.5년 코스가 시작6
일본어와 영어의 습득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3.5년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의 반년간(10월부터３월)은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다음의 새학기 4월부터 영어 혹은 특진코스Ⅰ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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