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들
▶미국 학교들 중에서 SCA의 학업적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SCA 학생들은 대학 입시 시험인 ACT를 포함한 평가시험들에서 국가와 주 평균보다 높은 점수
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SCA 학생들은 국가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어왔습니다.
▶대학교 학점 수업이 SCA에서 제공됩니까?
SCA는 다른 미국의 대학교들로 전이될 수 있는 46시간의 대학교 학점수업들을 제공합니다. 최
소 3.0 GPA를 가진 학생들은 UMKC를 통해 Algebra, Trigonometry, Calculus, Western Civilization,
American History, 그리고 Spanish의 동시학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English 는 SBU를 통해
제공됩니다.
▶SCA의 유학생들은 어느 국가에서 왔습니까?
SCA는 전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중국, 독일,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
러시아, 우간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로부터 온 학생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몇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을 허락합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가족들과 함께 살 경우만 입
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누구와 살게 됩니까?
어떤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살지만 대부분은 홈스테이의 호스트 가정과 지냅니다.
▶2학기 (1월 시작)에도 학생들을 받습니까?
유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학교 시작일인 8월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학생이 이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영어 실력이 우수하며 좋은 성적을 지닐 경우 2학기 입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SL 프로그램을 제공합니까?
우리는 부족한 영어를 가르치는 ESL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SCA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우리 대학준비 프로그램에서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실력을 지녀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공
부를 목적으로 한 영어 수업인 EAP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영어 실력은 듣기, 말하기, 읽기, 그
리고 쓰기의 각 분야에 대한 개인의 실력이 평가됩니다. EAP 담당자는 숙제를 도와주거나 ACT
나 TOEFL 과 같은 시험 준비를 도와줄 것입니다. 문화적응을 위한 도움 또한 제공될 것이며 학
생들은 다른 문화를 배우고 미국 경험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배울 기회를 얻을 것입니
다.
▶특정 영어 시험이나 점수를 요구합니까?

학생들이 EAP 수업시간에 TOEFL을 준비하고 대학에서 TOEFL을 요구하기에 TOEFL 점수를 선
호합니다. 또한, 학생이 TOEFL 점수를 가지고 있다면 대학지원 준비기간 동안 시험을 다시 봤을
때 영어 실력이 향상 되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SLEP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 허
용합니다. 입학 절차 중 한 과정으로써 학생은 유학생 프로그램과 대면 또는 Skype를 통해 영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J-1과 F-1을 지닌 학생도 입학기 가능한가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선택된 기관들을 통해 J-1 또는 F-1 비자를 지닌 학생들을 받습니다. 우리
는 또한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오는 학생들도 허용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입학되고 필
요한 서류절차가 끝나면, 저희가 학생들이 F-1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I-20를 발행해드립니
다.
▶SCA 학생들이 지켜야 할 옷과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까?
SCA는 매우 쉬운 유니폼 규칙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카키, 검정, 또는 남색 슬랙, 무릎선 길이
의 반바지 또는 치마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색의 폴로 셔츠나 스웨터를 입을 수 있습
니다. SCA는 학교 로고가 있는 스웨터와 후디를 일년에 여러 차례 판매하고 있습니다. SCA 홈페
이지에 있는 유니폼 규칙 (Uniform Policy)를 읽어 주십시오.
▶유학생들이 SCA에 다니기 위해 기독교인이어야 합니까?
SCA는 유학생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
나 친부모, 보호자, 또는 호스트 가정의 부모는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SCA의 목표는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좋은 학업과 특별한 환경에서의 신앙 훈련을 통해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한 학업력, 좋은 성격, 그리고 신앙고백서에 설명되어 있는 중요 교리를 인정하는
신앙의 형태가 강조됩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호스트 가정 배치를 도와줍니까?
우리는 에이전시와 함께 호스트 가정을 찾으며 호스트 가정은 학교와 직접 같이 일하게 됩니
다. 학생들은 신중하게 선택되어 학생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받아들일 준비가 된 기독교 가정
에 배치됩니다. 호스트 가정 배치 기간은 1년 입니다. 1년 안에 호스트 가정 변경은 추천되지 않
으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스 써밋/ 캔사스 시티는 어떠한가?
SCA는 1.2만 인구가 사는 캔사스 시티 중심에서 20분 떨어진 리스 써밋에 위치에 있습니다. 리
스써밋은 친근한 도시이자 도심지역의 유명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캔사스 시티는 로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수를 보유한 분수의 도시입니다. 캔사스 시티는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답고 역
사적인 도시입니다. 캔사스 시티는 Arrowhead Stadium (Chiefs의 미식 축구 경기장), Kauffman
Stadium (Royals의 야구 경기장), LiveStrong Sporting Park (KC’s 축구팀 경기장), The Plaza 쇼핑센
터와 먹거리, Union Station, Crown Center, the Nelson-Atkins Art Museum, The Kaufmann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Sprint Center와 캔사스 시티의 야경, Worlds of Fun

놀이공원, the Jazz District, 그리고 캔사스 시티 동물원을 포함한 많은 볼거리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에 도착과 동시에 모든 학생들은 10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의료보험 소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의료보험은 자국(한국)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의료보험은 미국에서도 구매가 가
능하며 필요한 경우 SCA가 의료보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언제 도착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호스트 가족과 적응하고, SCA 친구를 만나며, 오픈 하우스에 참가하고, 유학생 오리
엔테이션에 참가하려면 8월 1일까지 미국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생들은 언제 등록해야 합니까?
유학생의 수가 제한되고 경쟁이 치열한 이유로 일찍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학절차는 몇
주가 걸리므로 서류절차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입학 절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SCA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www.summit-christian-academy.org 에서 지원하거나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ktharp@scakc.org로 보내거나 Kathy Tharp, International Program Director 앞으로 816-525-5402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원 방법은 summit-christian-academy.org-> Admissions -> International
Students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