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RODUCTION TO

THE RESIDENTIAL LIFE PROGRAM

636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304번길 10
Tel. 064.801.1400 E-mail. admissions@sjajeju.kr

www.sjajeju.kr

ST. JOHNSBURY ACADEMY JEJU

RESIDENTIAL LIFE

AN INTRODUCTION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1. SJA Jeju 기숙사만의 특징과 장점은 무엇인가요?

Q5. 기숙사 학생들이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것이 있나요?

SJA Jeju 기숙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사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고,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성숙함과 책임감을 갖추게 되며, 이 과정

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전인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에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아침에 제시간에 일어나고,

학생들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방과 후 활동,

자신의 세탁물을 스스로 챙기고, 학교에 등교하고, 일과시간을 지키는 법을

이브닝 스터디 프로그램, 주말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교사들과 직접

배우면서 강한 리더십에 필요한 책임감을 배웁니다.

소통하고, 교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둘째, 학생들은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체육 시설을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은 인성, 탐구심, 공동체 의식
이라는 SJA Jeju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인교육을 받습니다. SJA

또한 기숙사에는 기숙사 위원회가 있어 기숙사 위원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기숙사 내 문제 해결, 각종 행사 계획 및 진행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리더십
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Jeju는 학생들이 인성, 탐구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이와 더불어 기숙사에는 패밀리 제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년으로 구성된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친목을 쌓는 제도입니다.
한번 구성된 패밀리는 졸업 때까지 유지되고,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Q2. 사감 교사는 몇 명이며, 사감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보내며 우정과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저학년 학생은 고학년 학생에게

올해의 경우, 110여 명의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기숙사 전담

배울 수 있고,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들을 돌보는 책임감을 기를 수

사감을 비롯하여 인턴 및 시간제 사감 등 총 18명의 교사가 학생들을 관리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감 교사들은 학생 활동을 감독하고, 학생들을 지원하며,
학생들이 건강 및 안전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이 기숙사

Q6. 기숙사는 안전한가요?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SJA Jeju 기숙사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 수칙을 엄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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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총사감 인사말

Q3. 학업에 도움이 되는 기숙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사감 교사들이 안전 문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이 24시간 근무

학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브닝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고, 경비 인력이 주기적으로 캠퍼스를 순찰합니다.

SJA Jeju의 기숙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학생들은 주 5일 학교 도서관에서 중등부 교사들과 고등부 교사들의 지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JA Jeju

아래 야간 학습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지내는 학생들은 정규

Q7. 기숙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기숙사 생활은 학생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 경험입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기숙사는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에 중요한

수업시간 외에도 음악실, 미술실, 그룹스터디실과 같은 학교 시설을 이용할

기숙사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먼저 학생

에서 생활하면서 동료 학생, 교사 등 여러 학교 구성원과 긴밀한 관계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수 있습니다.

들은 방과 후 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과 후 활동

유지합니다. 학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기숙사 생활 안내

으로는 체육 활동, 모의 유엔 회의, 토론 동아리, 학생회, 요리 수업 등이

정규 수업시간 이외에도 교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SJA Jeju 기숙사는 기숙사 회의, 패밀리

Q4. 양호 시설과 상담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리더십과 책임감을 키우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법을 익힙니다.

제도, 사감 교사들과의 긴밀한 소통,

간호사들이 주말을 포함하여 매일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를 즐기기도 하고, 국립제주박물관과 같은 문화적,

일과시간을 지키고, 자신의 세탁물을 스스로 챙기며, 룸메이트와 잘 지내는

다채로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전문 상담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상시 상담 교사와 상담할 수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기도 하며, 강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교사와 사감

법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삶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터득

들에게 안전하고 활기차며 도움이 되는

있습니다. 기숙사 직원들은 간호사 및 상담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교사들은 매 학기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공동체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진행하며, 필요할 때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합니다.

있으며, 모든 활동에는 교사들이 함께합니다. 다음으로 주말 활동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개 자료를 살펴
보시거나 학교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시어 SJA Jeju에 대해 알아가시다 보면
SJA Jeju가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숙사 소개 브로셔를 읽어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곧 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을 SJA Jeju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 고건우 - SJA Jeju 11학년
“ 기숙사에서 지내서 가장 좋은 점은 이브닝
스터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숙제를 하거나 자습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옆에

Mr. Doug Jolly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여쭤볼 수도 있고 도움
을 받을 수 있어 아주 좋아요.”

최혜선 - SJA Jeju 7학년 ▶
“주말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무척
즐거워요. 이런 활동들 때문에 SJA Jeju와 기숙사
생활이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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