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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Hill Christian Academy is a Christian school

established by  the Hanam Presbyterian Church. Basing its educational

vision on Christianity, the school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by integrating biblical values with a worldwide perspective.

The school aims to raise disciples of Jesus to impact, and transform the

world. Its goals entail going beyond simple assimilation with cultural values

of the secular world, as the school’s teachers are devoted to guide students

to pursue keen intelligence, mature spirituality, and global leadership.

써니힐크리스찬아카데미는 하남교회의 비전에 따라 세워진 기독교 학교

입니다. 하남교회의 교육비전에 입각하여, 본교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학생들을 양육함

으로써 통속적 관점의 지식과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본교는 잘못된 세속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실력 있고 헌신된 교사들이 탁월한 지성과 영성 그리고 글로벌 지도력을

배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학생들을 지도합니다.

Christian education is a core value for Christian

children and is also God’s commandment (Deuteronomy 32:46). Therefore,

it is an essential subject, and it is a responsibility that all churches must take

on. God has given us the great vision to take on this role! It is our dream and

hope that our children will learn the significance of a Christian education

and to love like Jesus.The students are learning to be the light in the World

and encompass a real Christian life at our school. They will shine in darkness

through the true light of Christ until He comes again–Maranatha,  Come, Lord

Jesus!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위한 기독교교육은 절대적이며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

니다.(신명기 32:46) 따라서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 시대 교회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마땅한 성업입니다. 주님이 열어 주신 가슴 벅찬 새 교육의 지평.. 

나의 피이며, 뼈인 자녀들이 여기서 뜨거운 꿈을 노래하며 희망의 언어를 외칠 것입니다.

세상을 역류하는 격렬한 몸짓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줄기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About Sunny Hill

Spiritual education

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 of education

Global leadership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International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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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Matthew 5:14)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14)

“주님이 열어 주신 가슴 벅찬 새 교육의 지평..

나의 피이며, 뼈인 자녀들이 여기서 뜨거운 꿈을 노래하며

희망의 언어를 외칠 것입니다.”

Message from the Board Chai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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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1. Faith centered education 신앙 중심 교육 

Educated throug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합니다. 

2. English focused education 영어집중 교육 

Through well known American text books, curriculum, and the international

language, English, we educate essential subjects, such as subjects taught in both 

the Korean public school and American school systems. 

세계의 언어인 영어로, 국내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과목은 물론 미국 유명 교육기관에서 사용

하고 있는 교재를 선택하여 미국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초등과정과 중, 고등 과정의 과목들은 

체계적으로 교육 합니다.  

3. High level focused education 진학 중심 교육

We encourage our students to achieve a higher level of education based on their 

academic goals and their desire to study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Based 

on their choice, we work with students to help them achieve their long term goals. 

Especially for students whose goals are to study abroad, they will be sent to our 

partner school overseas for up to a semester. At our partner school, students will 

be able to obtain a practical and specialized education.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고 있으며 국내 또는 해외 진학을 희망자를 구분하여 각자

에게 알 맞는 진로의 길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유학 희망 학생들을 위하여 해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기 중 현지의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어(단기, 장기) 좀 더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실재적인

현장 교육을 합니다.

4. Making Disciple education 제자 양육 교육 

Create valuable disciples to transform the world through faith and discipline.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변화 시킬 일꾼들을 키워 냅니다.

Core Education Goal

“God first’s People”

“하나님 먼저의 백성들”

구/체/적/인/교/육/의 /방/향

“Faith centered education 영어집중 교육 

High level focused education

제자 양육 교육”

The mission of Christian education is to create the

perfect disciple of Jesus Christ. Education starts with the school and at

church therefore, the foundation for education must start at school and must

be supplemented by family values and biblical church structure. At SCA, 

because of God's salvation, our exceptional curriculum and evangelical faith

is based on the biblical world view. We realize that all our gifts and talents

are God-given, and should be used for the glory of God. At SCA, we strive to

make students that put God first. 

기독교 교육의사명은 예수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은 이를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가정과 교회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교육은 가정과 성경적인 교회 구조의 크리스천 이념에 기초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SCA는 모든 학생들을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탁월한 커리큘럼과 복음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종으로서의 소명과 은사를 깨닫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먼저의 백성들”(God first's People)로 교육합니다.

Education goal i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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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ystem

“SCA operates an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in 4 different areas.”

SCA는 12학년의 통합과정을 운영합니다

ACADEMIC SYSTEM

SCA operates an integrated education program in 4 different areas.

Kindergarten: 2 year program / Korean Ages 6 –7

Elementary Course Level: 5 year program / Grades 1 –5

JR. High education Level: 3 year program / Grade 6 –8

SR. High education Level: 4 year program / Grade 9 –12

학사 시스템

SCA는 12학년의 통합과정을 운영합니다.

유치과정: 2년 과정 / 6-7세(만4-5세)

초등과정: 5년 과정 / 1-5학년

중등과정: 3년 과정 / 6-8학년

고등과정: 4년 과정 / 9-12학년

TWO SEMESTER SYSTEM

Spring Semester: February –July

Fall Semester: August –December

Summer Camp: August (1Week)

Winter Camp: January (2Weeks)

2학기 제

봄학기: 2월 –7월

가을학기: 8월 –12월

여름캠프: 8월(1주)

겨울캠프: 1월(2주)

CLASS SIZE 

One class per grade, 10-15 students per class

학급편성 

각 학년별 1개 학급운영으로 학생수는 10-15명으로 구성됩니다.

Sunny Hill Christian Academy 07

Kindergarten education and features 유치 교육과정

SCA kindergarten focuses on developing healthy, global children by fostering

creative talent and inspiring dreams.

SCA 유치부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양육하며,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서 재능과 꿈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목표를 가지고 교육 합니다.

[Curriculum] 

School System

“Kindergarten education

유치 교육과정 

Global children by fostering creative talent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목표”

Bible Truths Language Arts Phonics

Reading Math Science

Music Art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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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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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education and features 초등 교육과정

The overall curriculum structure strives for a balance between the search for under-

standing,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the development of pos-

itive attitudes, and the opportunity for positive action. It aims to achieve these through.

전체 교과 과정의 구조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중교육하게 되며 중등학문 과정을 준비하고,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긍정적인 태도의 개발, 긍정적인 행동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urriculum] 

School System

“Jr. High education

중등 교육과정  

Their unique talents in order to reach their learning potential

개개인의 특성을 잘 계발시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Jr. High education and features 중등 교육과정 

SCA Jr. High school supports the specific academic and social needs of students in

grades 6 to 8.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confronted with array of choices in a

complex and rapidly changing world therefore students are empowered through

opportunities to explore and pursue their unique talents in order to reach their learn-

ing potential. 

SCA의 중학교 과정에서는 고등학문을 준비하는 단계로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아이들이 변화가 많은 시기로 자신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기초적인 안내를 하게 됩니다. 개개인의 특성을 잘 계발시켜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게 됩니다.

[Curriculum] 

Bible Truths English (Writing & Grammar) History

Literature Math Science

Korean Korean Math Korean History

Music Art P.E

TOEFL

“Elementary education

초등 교육과정 

The acquisition of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the

development of positive attitudes, and the opportunity

for positive action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 긍정적인 태도의 개발,

긍정적인 행동을 배우는 것”

Bible Truths English Social Studies

Reading Math Science

Spelling Handwriting Korean

Music Art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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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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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High education and features 고등 교육과정 

SCA will provide more high education system.

Grades 9-12are prepared for future academic success in college. Most of our students

plan on studying overseas, so we focus on international studies. However, for stu-

dents that want to go to college in Korea, we also provide courses for the GED exam. 

Specifically, high school students will concentrate on TOEFL classes. 

본교의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더 높은 교육과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9-10 학년의 모든 과정은 11-12 학년과 그 후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학생을 준

비시켜 줍니다. 본교 학생들은 대부분 해외유학을 목표로 공부 하고 있지만 국내진학을 희망하

는 학생들을 위하여 검정고시 과목도 희망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과정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TOEFL등 영어수업을 집중하여 받게 됩니다.

[Curriculum] 

Bible Truths English (Writing & Grammar) History

Literature Math Science

Korean Korean Math Korean History

Music Art P.E

TOEFL SAT

“Sr. High education  고등 교육과정 

Specifically, high school students will concentrate on

TOEFL classes

고등학교 과정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TOEFL등 영어수업을 집중”

과 목

소 개

Bible & Worship 성경과 예배

God's Word, the Bible, reading and writing are a top priority in worshipping God.

① Students will learn to read biblical texts according to their own light of the Holy Spirit given 

to them by God. 

② Students will live a life of walking with God daily through Bible reading and writing.

③ Students will recite the Bible verses that every teacher instructs.

④ Teachers will fully explain and teach so that students will correctly understand and apply the 

Bible themselves.

⑤ Teachers clearly teach about salvation and sanctification with the Bible .

⑥ Students will confess God's love and salvation in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and practice 

it in life.

SCA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읽기와 쓰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을 가장우선 순위로 합니다.

① 학생들은 성경본문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읽습니다. 

② 학생들은 매일 성경읽기와 쓰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③ 학생들은 매주 선생님이 지시하는 성경구절을 암송합니다.

④ 교사는 학생들이 성경자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⑤ 교사는 학생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칩니다.

⑥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고백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Introduction Subjects 

“ God's Word, the Bible, reading and writing are a top priority in worshipping God.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읽기와 쓰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을 가장우선 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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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소 개

Writing & Grammar 작문과 문법

① Learning the English grammar. 

② Vocabulary, and learning to use them in a sentence. 

③ Reading a variety of genres of writing. 

④ Reading based on the student’s level, and learning to apply the reading to write efficiently. 

① 쓰기에 기초가 되는 문법을 학습합니다.

② 정확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학습합니다.

③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독서한 후 주제와 소재를 가려냅니다.

④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글들을 선택하여 바르고 충분히 읽고, 구성의 단계를 학습합니다.

Speaking 말하기

① Learn the basic syntax needed in conversation.

② Focusing on learning every day conversation. 

③ Improving confidence through contextual discussion.

① 말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법을 학습합니다. 

②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문을 중심으로 학습

합니다. 

③ 상황 별 토론을 통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Literature 문학 

① Equipped with correct spelling, grammar, and writing styles so students can learn to write efficiently.

② The right to understand the learning contents of all subjects.

③ Gain the ability to express thoughts correctly through speech and writing. 

④ Learn the Bible and books of high literary value.

① 정확한 철자, 문법, 문체를 갖추어 글을 쓸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② 모든 과목의 학습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말과 그리고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성경과 높은 가치가 있는 문학서적들을 학습합니다.

Reading 읽기

① To learn how to correctly pronounce words.

② Learn to read accurately.

③ Reading various types of novels. 

④ Choosing books that match the student's level of learning so that students will fully understand.

⑤ High level reading and comprehension to apply to life development. 

① 읽기에 기초가 되는 발음하는 법을 학습합니다.

② 정확하게 읽도록 학습합니다.

③ 다양한 양서들을 독서합니다.

④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책들을 선택하여 바르고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⑤ 수준 높은 양서들을 읽고 이를 생활에 적용시키고 발전 시키도록 합니다.

Introduction Subjects 

“ Reading based on the student’s level,

and learning to apply the reading to write efficiently.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글들을 선택하여 바르고 충분히 읽고, 구성의 단계를 학습합니다.”

과 목

소 개 Introduction Subjects 

“Equipped with correct spelling, grammar, and writing styles 

so students can learn to write efficiently.

정확한 철자, 문법, 문체를 갖추어 글을 쓸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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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소 개

History • Geography 역사 • 지리

① Students will learn that God is the creator of this universe, and He is sovereign over all. 

② While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the world, students will gain a better knowledge of God’s power. 

③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history of Korea, while also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geography and history of the world.

① 하나님은 인류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인도자 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의 의미는 그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설명 될 수 없음을 학습합니다.

②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도록 학습합니다.

③ 세계 및 미국역사와 지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과 이들의 실제적인

생활요소들을 학습합니다.

Korean 한국어

① Properly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in Korean. 

② Establish sense of national pride. 

① 바르게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의 기초훈련을 합니다.    ② 언어를 통하여 바른 국가관을 확립합니다.

Korean History 한국사

① Through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culture, 

students will have pride of their nation.

② Establish a sense of patriotism by learning Korean history.

① 바른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해하여 문화민족의 긍지를 갖게 합니다.

② 한국사 학습을 통하여 애국심 고취와 바른 국가관을 확립합니다.

Mathematics 수학

① Students will learn the principles of mathematics through a logical 

process.

② Students will study necessary mathematical concepts.

③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unchanging nature of God while also

appreciating the logical structure of mathematics. 

① 학생들은 논리적 과정과 놀이를 통해 수학의 원칙을 학습합니다.

② 수학의 실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부분을 충분히 학습합니다.

③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논리적인 

수학의 구조를 통해서도 이해 될 수 있습니다.

Science 과학

① Realize and understand the providence of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② Set up a scientific hypothesis to understand the order of its creation and experimentation.

③ Students will learn the fundamental laws and truths of the

universe as God appointed.

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합니다.

② 그 창조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합니다.

③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본질적인 법칙과 진리를

학습합니다.

Introduction Subjects 

과 목

소 개 Introduction Subjects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unchanging nature of God while also

appreciating the logical structure of mathematics.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본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논리적인 

수학의 구조를 통해서도 이해 될 수 있습니다.”

“ Students will learn that God is the creator of this universe, 

and He is sovereign over all. 

하나님은 인류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인도자 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역사의 의미는 그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떠나서는 설명 될 수 없음을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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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소 개

Arts 미술

① Understanding of God's creativity. 

② Students learn the aesthetic and practical decisions to work through, and be involved in

configuring the environment.

③ Students enjoy the variety of art media through joint work and sensory experiences.

① 하나님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잠재적 창의성을 개발합니다. 

② 학생들은 작업을 통해서 미적이고 실제적인 결정을 하도록 배우며, 환경을 구성 하는데 참여 하게 합니다. 

③ 다양한 예술매체를 감상하며, 공동작품을 통하여 감각적 경험과 조화 그리고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익힙니다. 

P.E 체육

① Students will learn to work together to accomplish a goal by following rules and regulations. 

② A variety of physical activities carried out for training with a healthy body and mind.

① 단체 생활 속에서 질서와 규칙을 익히며 협동심을 길러 줍니다.

②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단련하기 위한 다양한 체육활동이 이루어집니다.

TOEFL

① Because the essential test necessary for foreign universities is TOEFL, we strive to cultivate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undergraduate level and use of standard American English.

② Construction of the TOEFL exam (listening, reading, speaking and writing) and understanding the

different types of problems, and how to improve through repeated application. 

③ Examines actual TOEFL questions to help students improve their confidence and skill level needed 

for the exam. 

① 해외대학 진학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생 수준의 표준 미국식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합니다.

② 토플시험의 구성(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과 각 부분별 문제유형을 이해하며 반복적인 응용문제를 통해 실력을 향상

시킵니다.

③ 많은 단어들을 외우고 습득하도록 지도합니다. 토플시험에 출제되는 미국의 정치, 사회, 과학, 문학을 수업의 주제로 

다루며 이를 통해 자신 있는 대학생활을 준비 시켜줍니다.

Computer science 컴퓨터

Modern society is quickly evolving into an advanced society, and there is a need for computer knowledge

in this society. Therefore, similar to foreign language, computer education is very important. SCA will

provide this new class at in 2016.

현대사회는 최첨단의 사회입니다. 최첨단 문명의 중심에는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교육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SCA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6년 새 학기부터는 새롭게 이 학과

과정을 신설 하게 되었습니다.

Introduction Subjects 

과 목

소 개 Introduction Subjects 

“Because the essential test necessary for foreign universities is TOEFL,

we strive to cultivate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undergraduate level and use of standard American English.

해외대학 진학에 필요한 필수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생 수준의 표준

미국식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지도합니다.”

“ Understanding of God's creativity 

하나님의 창조성과 독창성을 이해하고 탐색하여, 잠재적 창의성을 개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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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CURRICULLAR ACTIVITY

A successful education requires both core curricular programs as well as extra-cur-

ricular programs. 

Sunny hill Christian Academy strives to achieve this by providing both.

Extra-curricular activities strengthen the mental and physical state of SCA students,

which is considered to be of great importance when it comes to education in schools;

acquiring knowledge through books should be followed with extra-curricular

programs.

온전한 교육은 학문적 교육은 물론 실재적인 현장 교육과 함께 어울려 질 때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교는 이러한 교육의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의 잠

재력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unny Hill Christian Academy 19

EXTRA CURRICULLAR ACTIVITY

ESL

SCA will provide great learning opportunity to

those who need more knowledge of the

English, and in turn provide success in regular

classes. 

영어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하여 ESL(Eng-

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본교 정규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언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A successful education requires both core curricular

programs as well as extra-curricular programs. 

온전한 교육은 학문적 교육은 물론 실재적인

현장 교육과 함께 어울려 질 때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ORCHESTRA    오케스트라

All students learn a musical instrument.

전교생 1인1악기로 음악을 배웁니다.

Piano피아노, Violin바이올린, Flute플룻, 

Cello첼로, Clarinet클라리넷, etc

SPORT CLUB 스포츠클럽

Students will build their stamina and

health through a variety of sports.

다양한 스포츠 클럽을 통해 학생들의 지성을 비롯하여

심신을 단련합니다.

Fencing펜싱, Cycling자전거, Marathon마라톤

VOLUNTARY SERVICE    봉사활동

Through regular serving, students will work to-

wards our goal of being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본교 교육목표,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형성하며, 공동체를 이루며,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을 갖추게 됩니다.

“Extra-curricular activities strengthen the

mental and physical state of SCA students

현장 학습은 아이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 Sunny Hill Christian Academy 21

세계로 미래로..... 

Jesus said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nd He commanded us to, "Go and make disciples ".

SCA is a center of education that strives to make disciples through power of the light of

the world.

Trained in school, students are prepared to be sent into the mission field, including the

Southeast Asian region. Furthermore, the most important goal of SCA is to carry out the

Great Commission. 

The world is a lot wider than our thoughts and imagination. 

To experience this broad world, students at SCA study abroad in our partner school for a

designated period of time.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SCA 교육의 중심은 세상의 빛이 되어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본교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된 학생들은 동 남 아시아를 비롯한 선교지로 파송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이 SCA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넓고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본교는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러한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도전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해외 학교들과 자매결연 하여 단기, 

중, 장기 연수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acilities

MAIN HALL

메인홀

CLASSROOMS

교실

ENGLISH LIBRARY

영어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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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Hill
Christian Academy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연구소

The institute is provides good quality

educational environment to students.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독교 교육을 비롯하여 SCA커리큘럼을 연구합니다.

It is great place for for students to 

perform and activities.

각종 학교 발표 및 행사 때, 

학생들에게 무대의 장으로 사용합니다.

CHURCH

FACLITIES

교회시설

Admission

ELIGIBILITY REQUIREMENT

The applicant should be willing to commit to hard work in order to be well-prepared

for college entrance exams and admission.

Applicants should be aware that SCA is a Christian school and they will be required to

attend religious programs and classes and, thus, be exposed to Christian beliefs and

invited to become Christian.

입/학/자/격

SCA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인격 연마에 힘쓰며 대학진학 준비에 최선을 다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을 환영합니다. SCA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학교이며 학생들이 성경 수업과 종교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해야 합니다.

ADMISSION DOCUMENTS

입/학/서/류

Please submit the following documents:

School application form 입학원서 (download from our website) 

Questionnaire for admissions 입학질문지 (download from our website)

Agreement for admissions 입학동의서 (download from our website)

Reference letter of Pastors 목회자추천서 (download from our website)

Christians Certificate 교인증명서

Agreement for tuition rule 교육비 규정 동의서

English transcript from the current school 최종학교 영문성적증명서

Korean Family Registry (original required) 주민등록등본

Four recent passport photos (3*4 size) jpg file 반명함판사진(3*4크기) jpg파일

SUBMITTING APPLICATION DOCUMENTS

입/학/서/류/ 제/출

Applications and documents can be submitted to the admissions office by mail, email,

or hand-delivered.  Please submit required documents together in order to ensure

expedited and accurate processing.

모든 서류는 www.sunnyhill.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입학처에 우편, 이메일로 또는 직접 제

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추천자가 우편, 이메일로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admissions office.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입학처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TEL: +82-31-793-1515 / Email: sunny hill09@naver.com

Mailing Address: Sunnyhill 4floor , 51 Deokpungdong-ro, Hanam-si, Gyeonggi-do, South Korea, (zip.465-837)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51 써니힐건물 4층 (우 465-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