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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중심 교육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자주 묻는 질문 - 학교 관련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이하 SJA Jeju)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Pre-K3 -12학년) 미국식 교육을 제공하는 국제학교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있습니다.
SJA Jeju의 커리큘럼과 교육이념은 1842년에 미국 버몬트에 개교한 명문 사립학교 SJA를 바탕으로 합니다. SJA Jeju의 탐구 중심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기숙사 생활에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1. SJA Jeju의 학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SJA Jeju는 미국 학교의 학기를 따릅니다. 1학기(가을학기)는 여름방학이 끝난
후 8월에 시작하여 다음 해 1월에 끝납니다. 2학기(봄학기)는 겨울방학이 끝난
후 1월 중순에 시작하여 6월 중순에 종료됩니다.
Q2. 방과 후 활동이나 클럽이 있습니까?
초등부
Kinder부터 5학년까지의 초등부 학생은 정규수업 이후에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JA Jeju의 방과 후 활동은 5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스포츠, 여가, 봉사활동, 범 교과 학습, 미술), 각 분야는 학생들이 신체
및 정신적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은 SJA
Jeju 정규교사와 보조교사 지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각 세션은 일반적으로
9~10주 동안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학 관련
Q1. 입학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SJA Jeju는 지원자 개개인에 맞춘 입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입학
심사 위원회가 개별 지원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자의 역량, 지적 잠재력,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입학 포트폴리오/지원서’는 입학 심사 전, 기한 내에 완성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원자의 ‘입학 포트폴리오/지원서’는 SJA Jeju가 학생의 입학 심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양식과 과업(시험, 캠퍼스 방문 및 수업 참관,
면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Q2. 입학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SJA Jeju의 온라인 입학지원서 접수 사이트 (https://
www.sjajeju.kr/admissions/apply-now)를 방문하셔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십시오. 입학지원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필수서류가 제출될
때마다 입학 담당 선생님이 확인을 하고, 필수서류가 제출 완료될 때까지
안내를 드립니다. 또한 입학홍보실에서는 입학설명회 또는 캠퍼스 방문이
가능한 일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Q3. 입학설명회, 오픈하우스, 캠퍼스 투어는 어떤 행사이며, 언제 개최됩니까?
매년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SJA Jeju의 입학설명회는 제주도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학교와 입학 관련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SJA Jeju의 교육철학, 교육과정,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입학설명회에는 교장단과 대학진학 상담선생님이
참여하게 되고, 예비 학부모님들께서 Q & A 시간에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 입학설명회, SJA Jeju 오픈 하우스, 캠퍼스
투어는 제공되지 않으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

지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동안 매달 온라인 입학설명회를 진행하며, 관련 정보는 SJA Jeju 홈페이지
(www.sjajeju.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입학설명회에서는 SJA
Jeju의 미션, 커리큘럼, 학교 생활 등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장단
입학 담당 선생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Q4. 입학심사에는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됩니까?
3학년 ~ 11학년 지원자는 개인별로 영어, 수학을 포함한 평가시험(MAP
Test)을 치릅니다. 만약 입학홍보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ISEE
(Independent School Entrance Exam) 또는 SSAT(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 성적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MAP 시험은 무엇입니까?
MAP(Measure of Academic Progress) 시험은 컴퓨터로 치르는 시험으로,
선생님, 학부모, 관리자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고 학교가 학생의
학업 성장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MAP시험은
개인화된 평가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가능성과 역량을 측정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상황이 완화되면
대면평가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Q6. SJA Jeju는 학생 선발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봅니까?
SJA Jeju는 다양한 개성, 능력, 열정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특히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지원자,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을 지닌 지원자, 인성, 탐구심, 공동체의 SJA Jeju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중등부 및 고등부
중등부 및 고등부의 방과 후 활동은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이미 익숙한 분야도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모든 방과 후 수업은 중등부 및 고등부 교사의 지도로 이루어지고,
교사와 학생이 같은 관심사와 열정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이 제공되며,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각자 열정과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Q3. 기숙 학교에 등록하면 장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숙학교에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꼽는 기숙사
생활의 가장 큰 장점은 공동체적인 분위기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학생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합니다.
또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배경과 경험을 지닌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
나가는 과정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자립심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하며, 이를 통해
진학했을 때 필요한 문제해결 능력과 책임감을 미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법,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도 익히게 됩니다. 가정과는
다른 공동체 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우정과 동료애, 신뢰와 정직을 배웁니다. 학업만 열심히 해서는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만 대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환경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10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진 한 팀에 담당 교사 한분이 배정되며, 주
4회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Q5. SJA Jeju의 대학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SJA Jeju 고등부는 대학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재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진학
상담교사는 학생들과 일대일 면담을 꾸준히 진행하며, 학생 개인의 성적,
관심사, 희망 진로를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학진학 상담 교사는 학생과의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역량과 목표, 강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탐색하여, 학생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상담프로그램으로는 일대일 면담,
학부모 면담, 대학 진학 절차 설명회, 학부모 워크숍 등이 진행됩니다.
Q6. SJA Jeju는 인증을 받은 학교입니까?
SJA Jeju는 미국 NEASC(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NEASC는 SJA 본교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와 같은 미국의 유수 명문 학교들이 인증을 받은 가장 역사 깊은
기관으로, 학력 인증에 공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Q7. Advanced Placement(AP) 과목은 무엇입니까?
미국 대학입학시험위원회가 주관하는 AP(Advanced Placement)는 우수한
학업능력을 지닌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과목을 미리 수강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AP 과목 수업을 수강하고 AP 시험을
완료할 경우, 많은 대학이 재량에 따라 AP점수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1-22학년도 SJA Jeju는 20개의 AP 과목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AP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Q4.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교사를 멘토로 배정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한편, 학부모와 학교 간에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학업 및 교내외 생활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이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학업 성과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P 스튜디오미술 2D 디자인(AP 2-D Art and Design), AP 스튜디오
미술 3D 디자인(AP 3-D Art and Design), AP 생물학(AP Biology),
AP 화학(AP Chemistry), AP 중국어와 문화(AP Chinese Language
& Culture), AP 미적분학 AB(AP Calculus AB), AP 미적분학 BC(AP
Calculus BC), AP 컴퓨터 과학 A(AP Computer Science A), AP 컴
퓨터 과학 원리(AP Computer Science Principles), AP 영어 및 작
문(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AP 환경과학(AP
Environmental Science), AP 드로잉(AP Drawing), AP 인문 지리
학(AP Human Geography), AP 미시경제학(AP Microeconomics),
AP 거시경제학(AP Macroeconomics), AP 물리학 1(AP Physics 1),
AP 물리학 C(AP Physics C), AP 심리학(AP Psychology), AP 통계
학(AP Statistics), AP 현대 세계사(AP World History-Modern)

참고) 2021-2022년도 등록금 및 기타 비용

지원자의 연령 자격:

고등부
전 학년

2학년 ~ 11학년

지원서, 최근 증명사진, 학부모 설문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성적표 발급 요청서, 지원 연도의 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 증명서

Pre-K3

(9학년~12학년)

만 3세 (입학연도 8월 1일 기준)

중등부
Pre-K4

만 4세 (입학연도8월 1일 기준)

등록금

(6학년~8학년)

초등부
(Pre-K3~초등부 5학년)

Kinder

만 5세 (입학연도 8월 1일 기준)

기숙사비
(6학년~12학년)

2학년 ~ 6학년

담임 선생님 추천서

1학년

만 6세 (입학연도 8월 1일 기준)

2학년 ~ 11학년

지원하는 학년의 직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

KRW 22,158,000 + USD 8,258
KRW 21,271,000 + USD 7,927
KRW 20,385,000 + USD 7,596
KRW 17,925,000

입학등록비

KRW 3,000,000

(신입생만 해당, 환불
불가, 최초 1회)

국제학생비

KRW 3,450,000

(신입생만 해당, 환불
불가, 최초 1회)

기타 비용
7학년 ~ 11학년

수학 및 영어 선생님 추천서, 개인 추천서

*12학년 : 대학 진학 및 시니어 캡스톤 연구를 위한 시간적인 제한으로 12학년은 지
원을 받지 않습니다.

OUR MISSION

* 22-23 학년도 등록금 및 기타비용은 곧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22-23 학년도 입학전형료: 400,000원 (모든 지원자 해당, 환불 불가, 최초 1회)

CHARACTER INQUIRY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