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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탐구중심 교육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이하 SJA Jeju)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설립된 첫 번째 미국 국제학교로써,
본교는 1842년 버몬트 주 세인트존스베리에서 개교한 명문 사립입니다.
SJA Jeju는 본교의 교육이념인 인성(Character), 탐구심(Inquiry), 공동체 의식(Community)을
바탕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탐구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SJA Jeju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시설과 학생중심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통해 유치부(만3세)에서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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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SJA Jeju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교육도시의 가장 새로운 학교인 SJA Jeju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초대 교장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사진과 최신식 시설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영광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문을 실제 응용과 접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사들은
탐구/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초점을 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캡스톤 모델을 통해 학생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이 각자 삶의 열정을 발견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가 한국의 아름다운 섬인 제주에 위치하여 기쁘고, 버몬트에 있는
본교와의 관계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1842년에 개교한 SJA는 학생들에게
인성, 학문적 우수성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본교는 170년 이상 학생들에게 학문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치는 공동체 의식을 키워왔습니다.
SJA Jeju는 본교의 교육이념인 ‘인성’, ‘탐구’, ‘공동체’를 강조함으로써 이를
통한 성공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학교 전체가 ‘존중’, ‘사랑’, ‘겸손’ 그리고
진실성의 가치에 헌신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자신만의 꿈을 설계하면서 미래의 대학에 진학할
것입니다. 본인이 속한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원칙을
중시하는 지도자가 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께 혼신을 다해 기꺼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터 토스카노 교육학 박사
SJA Jeju 총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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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비전

We are SJA Jeju!

지성과 인격을
두루 갖춘
인재양성

SJA Jeju는 학생들을 ‘인정 많은 인격체(Compassionate individual)’,
‘열정적인 학습자(Passionate learners)’,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s)’으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문적 성취와 훌륭한 인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을
추구합니다.

교육이념

인성

탐구심

공동체 의식

Character

Inquiry

Community

SJA Jeju는 배려, 존중, 책임,

SJA Jeju는 지식, 창의성, 자립적

SJA Jeju는 학생들이 공동체

정직을 바탕으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배움에 대한

속에서 자신들의 관계, 권리, 의무의

합니다.

열정을 키우도록 합니다.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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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학습비전

탐구 프로젝트

SJA Jeju 교육의 핵심은 탐구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으로 학생들에게 최고의

기반의

찾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탐구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학문적 성취는

학생중심 교육

Our 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경험을 제공하는 캡스톤 프로젝트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해답을
물론, 올바른 인성을 함께 체득해 나갑니다.

Inquiry / Project-Based Learning (IPBL)

Senior
Capstone
(AP Capstone
Option)

Middle School
Capstone
(Entrepreneurial
Design Project)

Elementary
School
Capstone
Celebration
of Learning

Reggio Emilla Approach

PK3-K

Intensive EAL

1-5

AP Intensive

AP Springboard

(up to 20 course offerings by year 5)

(Math and English)

Academic Concentrations
in Math, Sccience, and STEAM

6-8

9-12

프로젝트 중심

학생 중심의

교육미션을 실천하는

커리큘럼 제공

Bottom-up 교육

캡스톤

SJA Jeju는 유치부에서 고등학교까지

SJA Jeju의 교육 방식은 Top down

캡스톤은 SJA Jeju의 교육미션인

마지막 학년에 시행되는 연속된 캡스톤

방식이 아니라 Bottom up 방식입니다.

인성(Character), 탐구(Inquiry),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프로젝트

교사들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습하고,

공동체(Community)와 깊은 관련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탐구

자연스럽게 서로 토의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있습니다. 캡스톤을 통해 학생들은 비판적

프로젝트는 중요한 핵심 교과내용들이

해결해 지적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고와 연구능력을 기르고, 서로 협력하면서

통합적으로 학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

올바른 인성을 함양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있게 해주며, ‘각각의 학습과정을 통한

개개인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스스로 의미

통해 학생들은 지역, 국가, 세계의 이슈

지식습득’과 각 단계 마지막의

있는 활동을 추진해나가는 것에 큰 가치를

및 기관들과 접촉하며 공동체 의식을

‘캡스톤 프로그램’은 서로 유기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갖춰나가게 됩니다.

연결되어, SJA Jeju 교과과정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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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nquiry’라는 단어가 질문을

“새로 개교하는 학교이므로 능력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문제가

있는 선생님들의 열의가 가득하고,

있는데 질문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입학하는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다시 부딪혔을 때 이해하지 못할

환경에 함께 적응하며, 학교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점이
- 7학년 학생

좋았습니다. 한국 교육의 한계점
때문에 제주에 있는 국제 학교를

“제가 SJA Jeju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택하는 것인데, 지리적으로

수업은 생물학과 영화제작이에요.

한국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생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고

자주적으로 SJA 만의 교육 철학을

영화제작은 정말 재미있기 때문이죠.

유지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취미 중 하나예요. 우리 삶의 어떤

- 8학년 학생 어머니

대상이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어요.”
- 10학년 학생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개인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매일 저는 학생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JA Jeju는 미국식 교육방식으로

청소년으로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학식뿐만 아니라 공존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것이 인상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습니다.

깊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역시 이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 2학년 학생, 8학년 학생 어머니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국에서 SJA Jeju가 새롭게 개교한다기에 제주로 오기로

“진정한 배움과 긍정적인 성장에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학교는 기존 학교들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회를

전념하는 멋진 사람들과 함께

교사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왔던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일할 수 있어 매우

학교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미술교사

기쁩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 고등학교 영어교사

생각하고, 진정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제가 어디서
일할 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 중학교 심리 상담교사

“교사진과 학생들 간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토론식
수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학습방법과
활동위주의 수업 방식이 공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하겠다는 점이 참 맘에 들었습니다.”
- 11학년 학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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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_ 유치부

Early Childhood

OVERVIEW

놀이중심 학습으로 탐구심 기르는
유치부(PK3~Kinder)
SJA Jeju 유치부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은 아이들의 선천적인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흥미를 북돋아 주는
교육방식입니다. 유치부 교사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싶어 하고, 어떤 것에
호기심을 느끼는지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를 활용하여 아이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이끌어냅니다.
이와함께 놀이중심의 탐구학습을 통해 작문, 수학, 과학, 사회, 예술, 요리,
음악, 기술, 감각 놀이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과 놀이 활동을 진행합니다.
놀이 활동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은 아이들이 사회성,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지적능력 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치부 교사들은 아이들이
또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룹
활동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SJA Jeju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제3의 선생님’이라 불리는 교실환경을
세심하게 조성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고 탐험하고 학습하게 합니다.

•놀이를 통한 학습의 완성,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언어능력 발달을 위한 균형 잡힌 Language Art
•학교·학생·학부모가 함께 이뤄나가는 교육 커리큘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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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_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OVERVIEW

다채로운 교육활동으로 꿈을 찾는
초등학교(1~5학년)
SJA Jeju 초등학교 역시 ‘탐구중심 학습’을 강조하고 있으며, SJA Jeju는 학생들이
열정과 관심을 갖고 즐겁게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협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뿐만 아니라, 예술, 음악, 체육활동, 도서관 활동 등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특기를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한편, 봉사활동, 한국어 수업을 병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학업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학년별 전담교사 배정하는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프로그램
•잠재력을 끌어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LS(Learning Support)
•정확한 언어 사용을 위한 Language Arts
•창의력과 탐구심을 기르는 Makerspace 프로젝트
•옌지니어, 코딩, 요가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하는 방과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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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_ 중학교

Middle School

OVERVIEW

잠재력 발견하고 나만의 꿈을 키우는  
중학교(6~8학년)
SJA Jeju는 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찾기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을
통해 학습합니다.
교사들은 각각의 학생들에게 조언자이자 멘토가 되어 아이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학생들이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깊이 파악한 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유치부,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수업 역시 탐구 및 활동기반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프로젝트 중심의 ‘Bottom up’ 방식으로 교사들은 학생 스스로
중심이 되어 학습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들은 탐구
중심의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응용함으로써, 더욱 깊게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혁신적인 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경영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체험하는
중학교 캡스톤 프로그램
•AP 과목을 준비하는 AP 스프링보드
•학교, 학생을 연결하는 Advisory Program
•수업내용을 보충하는 Conference Period
•다양한 체육 활동과 예술 활동을 펼치는
중학교 방과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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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_ 고등학교

High School

OVERVIEW

경험과 전문성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고등학교(9~12학년)
SJA Jeju 고등학교 역시, 탐구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실습 및 협업과정을 통해 인성, 탐구심,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면서 성장하고, 교사들은 학생들 중심으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Bottom up’ 방식의 교육을 지향합니다.
특히, Senior Capstone, Block Schedule, AP(Advanced Placement)
등과 같은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은 물론, 대학입시 전담 상담 교사를 배치해
1:1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College Preparatory School’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해 마음껏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경험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버몬트에 있는 본교 SJA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졸업반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젝트 Senior Capstone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는 미국 본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대학입시 전담교사와 함께 준비하는 College Preparation
•창의적인 인재융합교육 고등학교 STEAM 프로그램
•본교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

SJA Jeju만의 차별화된 수업

미리 준비하는 대학 학점관리

Block Schedule

AP (Advanced Placement)

블록스케줄 시스템은 대학처럼 한 학기 당 한 과목을

College Board의 AP 프로그램은 특정 주제에 관해 심도

수강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4 학점을 취득할

있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10, 11,

수 있고, 1년 동안 총 8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를

12학년 중 특정 과목에 대한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하고자

통해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과학, 수학,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많은 미국

예술 등과 관련해 집중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스케줄

대학들은 학교 재량에 따라, AP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시스템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SJA Jeju만 운영하고 있는

받은 학점을 대학 이수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SJA

차별화된 수업진행방식입니다.

Jeju는 2018 ~ 2019년에 AP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
과목 수를 점차적으로 늘려 최대 20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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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s & Athletics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Arts Program

전인적인 인격과

나만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Visual Arts

다양한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적 감각과 지식을 제공하는 Visual Arts

지성을 키우는

SJA Jeju 미술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행위 교육학(TAB)’과 관련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학생들이 예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Visual Arts 과정은 다양한

초등학교 예술

공간입니다. ‘선택기반 방법론’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예술작품의 주제와 소재를
선정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미술실은 학생들의 작업공간이며, 학생들 각자는

중·고등학교 예술

예술경험과 예술테크닉을 교육하면서 학생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화 제작, 그래픽 디자인 등 다양한 디지털 예술매체를

모두가 예술가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크고 작은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선택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예술계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테크닉을 습득하고, 다양한 작업에 필요한 미술재료를 제공받습니다. 학생들은

기본 소프트웨어, 테크닉, 프로세서 등을 가르치는 동시에 창의적인 사고와 예술

이처럼 예술가로서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테크닉을 보다 향상시켜줍니다. 아울러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에서 편집, 전시에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르기까지 시각예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멀티미디어 작품을 만들기
위한 제작 단계 등을 배우면서 시각예술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지식을 쌓게 됩니다.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습득하는 Music
음악교육은 ‘오르프 교육(Orff approach)’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오르프 교육은

음악적 스킬과 협동심을 기르는 Music

안무와 대사, 연극을 음악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창의적인

SJA Jeju 중·고등학교 음악과정은 성악과 악기연주의 기량을 쌓기 위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음악교육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음악적 스킬은 앙상블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할

학생들은 리코더와 다양한 타악기를 통해 표준 표기법을 공부합니다. 전 세계

수 있습니다. 앙상블은 밴드와 합창단으로 구성되며 수업은 엔트리, 초·중급,

음악을 경험하고 오케스트라에 대해 배웁니다. 교실에 있는 기자재와 컴퓨터를

고급레벨로 구성됩니다. 학생들은 솔로, 소그룹, 대규모 앙상블을 통해 직접

사용하여 자신의 음악을 작곡하고, 다른 과목과도 음악적으로 연결합니다. 가장

목소리와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교육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음악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각자 담당하고 있는 진정한 음악적

밴드는 금관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울 수 있으며, 콘서트를 열어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자신감, 음악적 재능,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함께 연주할 기회를 갖습니다. 합창단 학생들은 성악을 배우고 합창공연에서 서로

해결능력을 키워줍니다.

협력하며 화합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또한 타학교와 협력하여 지역 음악축제에도
참여하고,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과 기량을 선보이는 공연기회가 연중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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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과 소통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Drama

스포츠로 배우는

SJA Jeju 중·고등학교 연극과정은 학생들이 신체운동, 상상력과 지적사고활동, 감정, 통합미학 그리고 사회적 협동 등을

올바른 세상

통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비즈니스, 법률, 사회과학, 정치 등의 수업에서 배운

Athletics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거나 예술을 보다 깊이 전공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연극을 배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긍정적인 자아를 발견하고 세상과 상호 소통하는 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씬 스터디 개발, 독창적인 공연제작, 연극 스타일 등을 탐구하는 수업을 통해 연극스킬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공연을 열어 연극스킬은 물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며 협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상대에 대한 존경을 배우는

Athletics Program
학생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학업의 연장이며 배움과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적이고 역동적인 기회입니다. 스포츠를 중요시하는 미국의 학풍과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지역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 경기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스포츠
종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구, 배구, 축구, 육상, 수영,
골프, 테니스, 탁구 및 배드민턴 등 한국 ‘빅 3 스포츠’를 유력한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조금씩 종목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SJA Jeju의 체육 프로그램은
팀워크와 절제, 즐거움, 책임과 동료, 코치 그리고 상대편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Festival of the Arts

지식과 예술의 허브, PAC
(Performing Arts Center)

연례행사로 개최되는 SJA Jeju 아트페스티벌은 시각 예술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자랑하는

Field House

과 공연예술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깊은 애정을 바탕으

PAC는 문화와 정보·지식의 허브인 도서관, 청결한 식당관

로 합니다. 세계적인 유명 아티스트들을 초청해 학생들과 함

리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1층에는 메디컬 센터,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댄스 스튜디오 등이 마련되어 있고,

께 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아트프로젝트인 ‘아티스트 인 레지

카페테리아, 학교행사나 공연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예술 활

2층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던스(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 또한 함께 진행하고

동을 펼칠 수 있는 극장·소극장·드라마룸·밴드룸 등이 모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컬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육시설들은

있습니다. 아트페스티벌을 계기로 SJA Jeju 학생 및 교사

여 있는 SJA Jeju의 지식과 예술의 허브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며 운동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들은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

있으며, 이를 통해 SJA Jeju의 활기찬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적이며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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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ential Life
기회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기숙사 내 캡틴을 맡고 있는 저 같은 친구들에게
좋은 점인데요.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조율해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 등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학습시간에 숙제나 프로젝트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Dorms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로 친구들과 소통할

“기숙사의 사감선생님들은 정말 좋아요. 왜냐면 학교를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가면 항상 엄마 같은 미소로
우리들을 맞아주시거든요. 항상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해결해주시려고 진심으로 애써주세요.”       
- 8학년 학생

- 7학년 학생

상호 존중과
책임 문화를 배우는

기숙사 생활

“기숙사는 저녁 학습시간이 있어

“기숙사에 살아서 가장 좋은 점은 기숙사 활동이나

좋아요. 의무적인 학습시간이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매우 친해질 수

때문에 그 시간에 숙제를 하거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자습을 할 수 있고 또 매일

- 11학년 학생

사감선생님들에게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 1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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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Life & Services
고민에서 진학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5명의 상담교사(유치·초등학교 2인, 중·고등학교 3인)를 배치해

상담 프로그램

학생들의 고민은 물론, 진학상담까지 담당합니다. 학생들의 심리안정과 정서발달, 그리고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컬 센터는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메디컬 센터

체육관에서 활동하다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베테랑 간호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7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 다채로운 식단의

SJA Jeju는 최고의 시설과 청결, 안전한 먹거리로 학생들의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영양사들의 철저한 영양관리와 최상질의 신선한 식재료, 다채로운 식단으로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자율적인 학습 위한

학생들은 도서관과 기숙사에 마련된 다양한 학습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여

이브닝스터디/스터디룸

공부를 하고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평일과 주말에 과제 및 학습을 위한 시간을 따로

최고의 음식을 선보입니다. 한편, 메뉴와 음식 정보들은 모바일앱을 통해 학부모들이 급식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기숙사 학습 시간 외에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도서관에서 교사의 감독 아래 야간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율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 학생들은 학습을 마무리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일주일 내내 교대로 야간 자율 학습 시간을 담당하여, 모든 과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감들은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과제 완성, 복습과 관련하여 교사들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지속적으로 지정된 시간 내에 과제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
사감들은 해당 수업 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멀티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테고리의 책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언제나

도서관

신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포함한 다양한 인쇄매체를 갖춤으로써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은 물론,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까지 따로 마련해 자기만의
학습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Meeting Room이 있어, 학생들이 과제를 준비하거나 토론,
회의 등 모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으로 의미 있는

기숙사에서는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 소풍, 체험학습(Field Trip) 등 학생들이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한편, 유치·초등학생들을 위한 전용도서관이 따로 구비되어 있어 아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말 활동

통해 주말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래들과 지적유희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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