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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Cultivated, Commissioned 
for His Kingdom!



한동글로벌학교는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정체성, 세계관, 소명을 정립하고 (Called)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개발하여 (Cultivated)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길 수 있도록 (Commissioned) 

교육합니다.

HIS students establish their identity, worldview and calling in Christ (Called), 
develop their capacity to change the world (Cultivated), 

and serve as God’s agents in His Kingdom (Commissioned).

Commissioned
보내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섬김

Cultivated
기르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량 개발

Called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세계관, 소명 정립

in Christ3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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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육과정 Elementary Curriculum*

* 아래는 2023년 교육과정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The following is a draft curriculum for 2023 and is subject to changes.

•봄, 가을 현장체험학습 | Spring and Fall Field Trip

•SKAC 친선 스포츠 대회(농구, 풋살) | SKAC sports tournament (Basketball, Futsal)

•SKAC 스펠링 비 & 과학경진대회 | Spelling Bee & STEM

•운동회 | Sports Day

•창작미술대회 | Creative Art Contest

•한글사랑 글짓기대회 | Korean Writing Contest

•성경퀴즈대회, 성경암송대회 | Bible Trivia, Bible Memorization Contest

•별빛독서축제 | Reading Under the Stars

•성탄감사예배 | HIStory Night

1. 교과 | Subjects

2. 창의적 체험활동 | Co-Curricular Activities

자율활동 (학교 행사) | Independent Activities (School Events)

과목 Subject

성경 Bible

채플 Chapel*

국어 Korean LA

영어 English LA

사회 Social Studies

수학 Math

과학 Science

음악 Music

미술 Art

체육 PE

도서관 Library*

중국어 Chinese*

정보*컴퓨터 Technology

*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 Subjects as co-curricular activities

4 (Mon - Thurs)

1 (Fri)

4

8

2

4

4

2

2

2

1

1

1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English

English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Korean

Korean

Bible (ACSI 국제기독교학교연합)
published by Purposeful Design

HIS Teachers, Guest Speaker

국정교과서 Korean Textbook

Reading Wonders 
published by McGraw-Hill

국정교과서 Korean Textbook

Math in Focus: The Singapore Math
published by Houghton-Mifflin

Science Fusion 
published by Houghton-Mifflin

국정교과서 Korean Textbook

국정교과서 Korean Textbook
(with US Curriculum)

국정교과서 Korean Textbook

Grades 1-4

Grade 5 & 6

시수 
Class Hour

비고 Notes수업 언어 
Language

초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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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Art | 공공예/공작 Craft, 뜨개질 Knitting, 캘리그라피 Calligraphy

•창의 Creativity | 공공퍼즐 Puzzle, 보드게임 Board Games

•음악 Music | 공공찬양팀 Praise Team, 합창 Choir, 음악감상 Music Appreciation

•수학/과학 Math/Science | 공공동물탐구 All About Animals, 코딩 Coding

•체육 Sports | 공공농구 Basketball, 풋살 Futsal, 배구 Volleyball

•영어 English | 공문법 Grammar, 영어독서 Book Reading, 영어 드라마 Skit

* 개설 과목은 학기마다 상이함. The club list is subject to change by semester.

•영성 프로그램 Spiritual Education Program

° 채플 Chapel

매주 금요일 1교시, 초등 전교생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한 학기 동안 한 주제에 관한 말씀을 
선생님들을 통해 들으며 신앙을 키워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 성경수업 Bible

매일(월-목) 1교시, 성경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선생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매일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하나님 자녀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인성교육 Character Education

매월 인성교육 주제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채플 및 홈룸시간에 가르칩니다. 인성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잘 실천하는 학생에게는 성품카드를 나눠줍니다.

•D.E.A.R (Drop Everything And Read) 

점심시간 후 교실로 돌아와 조용히 독서하며 오후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E.P.E (English Practice Everyday)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영어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언어 보강 프로그램으로 교과시간 또는 방과후 수업으로 운영

•Literacy Pro Scholastic Online Reading Program 온라인 영어 독서 프로그램

3. 방과후 프로그램 | After-school Programs

방과후 동아리 | After-school Clubs

4. 특성화 프로그램 | Special Programs

Elementary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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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과표 | Daily Schedule

Block Time Remark

성경 Bible / 채플 Chapel 

Block 1

쉬는 시간 
Recess

Block 2

점심 & 쉬는 시간
Lunch & Recess

D.E.A.R

Block 3

Homeroom

하교 Dismissal

방과후 클럽
After-school Club

*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There is a break during the block.

08:45 - 09:15

09:20 - 10:45

10:45 - 11:05

11:05 - 12:30

12:30 - 13:10

13:10 - 13:25

13:25 - 14:50

14:50 - 15:10

15:15

15:15 - 16:15

30 min + 5 min break

월(Mon) - 목(Thu) 성경
금요일(Fri) 채플

85 min*

15 min + 5 min prep

우천 시를 제외하고 학생들은 운동장에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cept for the rainy days, all students need to be outside for recess.

85 min*

40 min

D.E.A.R time 은 점심을 먹고 교실로 돌아와 조용히 독서하며 
오후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D.E.A.R time is for students to come back to class after lunch and 
spend time reading calmly and preparing for the afternoon classes.

85 min*

20 min + 5 min prep

클럽은 선택사항입니다.
Clubs are optional school activities.

초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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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교육과정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1. 중학교 교과 | Middle School Subjects

성경 Christian Studies

채플 Chapel

국어 Korean LA / KSL

영어 English LA

과학 Science

음악 Music

미술 Art

체육 (남 / 여) PE (male / female)

사회 
Social 

Studies

기술 
Technology

수학 
Math

선택과목 
Electives

사회 Social Studies /
세계지리 Geography and Cultures

역사 Korean History /
세계지리 World Geography and Cultures

세계역사의 이해 World History I

수학 Math /
기초 대수학 Pre-Algebra

수학 Math /
대수학 Algebra I

수학 Math /
기하 Geometry

정보 통신 ICT

프로그래밍 Basic Computer Programming

고급 영어와 작문 Creative Writing

생활속의 수학적 사고 Mathematics Project

과학탐구실험 Science Project

생활중국어 Introductory Chinese LA

2

1

4

6

3

5

4

2

2
(Sem. 1)

2
(Sem. 2)

2

2

2

1

4

6

3

5

4

2

2
(Sem. 2)

2
(Sem. 1)

2

2

2

1

4

6

3

5

4

2

2

2

2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 
English

Korean / 
English

English

Korean / 
English

Korean / 
English

Korean / 
English

English

Korean

Korean

Korean

Korean

Korean / 
English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배정 Placed

수준별 Level-based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학년별 다른 영역을 배움.
Domains differ by grades.

선택 Choose

* 아래는 2023년 교육과정안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The following is a draft curriculum for 2023 and is subject to changes.

과목 Subject
시수 Class Hours

비고 Notes수업 언어 
Language7         8          9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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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교과 | High School Subjects

성경 Christian Studies

예배 Chapel

영어 English LA  / [Online English LA*]

국어 
Korean 

LA

사회 
Social

Studies

수학 
Math

과학 
Science

체육 
PE

선택과목 
Electives

선택과목 
Electives

선택과목 
Electives

국어 과목 Korean LA / KSL

[1] 문학 Korean Literature
[2] 독서 Readings in Korean  / KSL

[1] 언어와 매체 Korean Language and Media 
[2] 화법과 작문 Korean Speech and 

Composition / KSL

한국사 Korean History /
세계사 World History II /

[Online AP Course]

통합사회 Integrated Social Studies /
한국 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주제 탐구 Inquiry and Research

수학 Math / 대수학 II Algebra II

[1] 수학 I Math I [2] 수학 II Math II /
[1] 기초미적분학 Pre-Calculus 

[2] 미적분학 I Calculus I

확률과 통계 Probabilities and Statistics
[1] 미적분학 II Calculus II

[2] 수학과제 탐구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생명과학 I Biology I

화학 I Chemistry I

체육 (남 / 여) PE (male / female)

운동과 건강 (남 / 여) 
Sports and Health (male / female)

컴퓨터 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음악 Music

미술 Art

[1] 사회*문화 Society and Culture
[2] 사회문제 탐구 Inquiry of Social Problems /

 생명과학 II Biology II

공연실습(음악) Music and Performance

공연예술기획 Art and Performance

2

1

4

4

5

2

1

4

4

1

5

2

4

2

2

1

4

4

4

3

5

2

2

2

2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Korean / 
English /
English

Korean /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 
English

Korean / 
English

Korean / 
English

English

English

Korean / 
English

Korean / 
English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Korean

Korean

배정 Placed

배정 Placed

배정 Placed

*영어 (준)원어민 
Available to (nearly) 

native speakers of English

선택 Choose

배정 Placed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과목 Subject
시수 Class Hours

비고 Notes수업 언어 
Language   10       11       12

중고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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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 읽기 Classical Literature
[2] 고전과 윤리 Classics and Ethics

심화 영어 Intermediate English Communication

영미 문학 읽기 English Modern Classics

물리학 Physics

[Online AP Course]

국제관계의 이해 International Relations

로봇 프로그래밍 Robotics Programming

중국어 I Chinese LA I

일본어 I Japanese LA I

사회*문화 Society and Culture

물리학 Physics

스포츠 생활 Sports and Life

음악 생활 Music and Life

미술 생활 Art and Life

비판적 읽기와 쓰기 Critical Reading and Writing

사회문제탐구 Inquiry of Social Problems

미적분 Calculus

[HUP] 디자인 구상과 표현 Advanced Design

[Online AP Course (1/2)]

[Online AP Course (2/2)]

고전 읽기 Classical Literature

고급 영어 회화와 독해 
Intermediate English Communication

국제관계의 이해 International Relations

생명과학 융합연구 Advanced Life Science

중국어 I Chinese LA I

일본어 II Japanese LA II

로봇 프로그래밍 Robotics Programming

[Online AP Course (1/2)]

영문학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주제탐구 Social Studies Research

융합과학 Advanced Physics and Technology

중국어 II Chinese LA II /
심화 중국어 Chinese LA III

일본어 I Japanese LA I

컴퓨터 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Online AP Course (2/2)]

선택과목 
Electives

선택과목 
Electives

선택과목 
Electives

선택과목 
Electives

선택 
Electives

(조정 예정
Subject to 
change)

선택 
Electives

(조정 예정
Subject to 
change)

선택 
Electives

(조정 예정
Subject to 
change)

4

2

2

2

2

4

2

Korean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English

Korean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English

Korean

Korean

Korean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English

Korean

English

English

English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Korean

Korean

English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Choose

선택 2 Choose 2

선택 Choose

선택 Choose

과목 Subject
시수 Class Hours

비고 Notes수업 언어 
Language   10       11       12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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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Literature and Composition (ENGL500)

AP Language and Composition (ENGL510)

AP Calculus AB (MATH500)

AP Calculus BC (MATH520)

AP Statistics (MATH510)

AP Biology (BIOL500)

AP Chemistry (CHEM500)

AP Physics C: Mechanics (PHYS500)

AP Physics 1 (PHYS550)

AP European History (HIST510)

AP Human Geography (GEOG500)

AP Microeconomics (ECON510)

AP Psychology (PSYC500)

AP US Government and Politics (GOVT500)

AP US History (HIST520)

AP World History Modern (HIST500)

AP Computer Science - A (CPSC510)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s (CPSC520)

AP Music Theory (MTHR500)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1.0 (yearlong course)

Course Name Credit

3. AP 과목 | AP Courses

AP 과목이란? | What are AP courses?

AP (Advanced Placement) 과목은 대학수준의 과목들로서 한동글로벌학교에서는 AP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교사의 감독 하에 노트북을 사용하여 NorthStar Academy, Sevenstar Academy 등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AP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제공하는 AP 과목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며, 
AP 과목 수강 시 수업료와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AP (Advanced Placement) courses are college-level subjects. At HIS, students take online 

AP courses provided by NorthStar Academy or Sevenstar Academy under the supervision 

of an HIS teacher. Please note that the AP subjects available may vary from year to year and 

additional fees are generated when taking AP classes.

AP 표 | AP Course Table

중고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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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UP 과목 | HUP Courses

HUP (Handong University-level Program) 과목은 한동대학교 교수님들이 가르치시는 기독교 
세계관이 통합된 진로 심화 과목으로서 현재 12학년을 대상으로 디자인 구상과 표현(Advanced Design), 
심화 물리(Advanced Physics)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추후 과목이 추가되거나, 대학에서 학점이 
인정되는 UP (University-level Program: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과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UP (Handong University-level Program) courses are advanced-level subjects integrated 
with a Christian worldview taught by Handong Global University professors. Currently, 
12th graders can take Advanced Design and Advanced Physic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dditional subjects will be added in the future, or for these subjects to be acknowledged as 
college credits as UP (University-level Programs).

•Field Trip  |  하루 일정 교외활동으로 학년별 또는 중고등으로 나누어 산행, 놀이동산, 자전거 타기 
등의 공동체 프로그램으로 구성합니다.

•Spirit Week  |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진행하는 개교기념 주간으로 학생회가 주최하는 선후배 사이의 
교제와 나눔의 친친데이, 학부모 참여 진로특강, 블루/그레이 데이 응원전, 스포츠데이, 뱅큇,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특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Camping Trip  |  매년 2박 3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 대표지역을 선정하여 체력 단련을 통한 공동체 
활동으로 100Km 걷기 행군, 설악산이나 한라산 산행, 서울 경기도 지역의 진로탐방 여행 등의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Variety Show  |  성경말씀을 주제로 진행되는 종합예술학예회.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전교생이 참여하며 학년 또는 동아리별로 춤, 노래, 연극 등 다양한 창작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SKAC Competition  |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 전남 지방의 외국인 국제학교와 연합하여 
초등부터 고등까지 스포츠, 영어, 예술, 과학 분야 등 매년 다양한 교과별 발표와 대회가 치러지는 친선교류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Field Trip  |  Students participate in community programs such as hiking, going to amusement 
parks, and cycling by grade or division.

•Spirit Week  |  Each year in the last week of May, the school anniversary is celebrated with 
various community activities. Activities include Chin-Chin Day (relationship-building across 
grades) hosted by the Student Council, career talks by parents, Blue and Gray Day, Sports Day, 

Banquet, and festivals.

•Camping Trip  |  Each year, a different activity spanning three days and two nights is planned 
for students. These include a 100km walk, hiking Mt. Seorak or Mt. Halla, and going on a career 

tour in Seoul, which allow students to build physical strength and community spirit.

•Variety Show  |  This is a comprehensive arts festival based on biblical passages. Students 
take the initiative in planning the festival and all students participate. In grades or clubs, 

students showcase various creative performances in the form of dancing, singing, or acting.

•SKAC Competition  |  Together with international schools in Daegu, North Gyeongsang, 
Busan, South Gyeongsang, Gwangju, and South Jeolla Province, various presentations 
and competitions are held in the areas of sports, English, arts, and science. Students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participate in this friendly exchange program.

5. 창의적 체험활동 | Co-Curricular Activities

자율활동 | Independent Activities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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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 Club Activities
* 2022 동아리 Clubs in 2022

챔버 I Chamber

과학논문연구 I Science is Amazing

배구 I Volleyball

시사토론 I Issue Debate

농구 I Basketball

코코보코 (도서부) I Book Reading

제자훈련 I Going Deeper

또래상담 I Peer Counseling

미술 I Art & Publishing

비지니스클럽 I Small Business Club

한개룡(음악) I Music Project

체스 I Chess

1인 미디어 창작 I Media Content

드라마 I Drama

프로그래밍 I Programming

웹툰 I Webtoons

한소리(방송) I Broadcast

풋살 I Futsal

수학 I Math

수공예 I DIY

Mock Trial Club 

경영경제 동아리 I Handong Business Club

E.B.S I Economy & Business Club

정규동아리 | Course Name

자율동아리 | Student-led Clubs

중고등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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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Dormitory

1. 믿음·소망·사랑 | Faith·Hope·Love

2. 생활관의 부모, 'Dorm Parent' | Dorm Parents

3. 기독교 공동체 훈련과 교육 | Christian Community

한동글로벌학교 생활관은 믿음관, 소망관, 사랑관의 3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서로 
다른 건물 또는 다른 층에서 생활을 하며, 각 층마다 20여명의 학생이 Dorm Parent라고 불리는 선생님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한 방에 4명의 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방에는 2층 침대 2개, 1인용 책상 4개, 개별 
옷장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Handong International School has three dorms: Faith Hall, Hope Hall, and Love Hall. Male and 
female students live on separate floors or in different buildings. On each floor, a dorm parent 
lives with about 20 students. Each room is shared with four students and consists of two bunk 
beds, four desks, and four closets.

생활관은 학생들에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또 하나의 집을 제공합니다. Dorm Parent들은 학생들과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영성지도, 방과후 자율학습 지도 및 학생 상담을 맡고 있으며 매일 학생들과 성경을 
읽으며 묵상을 나눕니다.

The dormitories offer students a home away from home. Dorm parents live with the students 
and provide spiritual guidance, supervise after-school study times, offer counseling, as well 
as leading daily devotion and Bible reading time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기독교 공동체를 지향하며 생활관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질서를 체득하도록 훈련합니다. 그에 따라 예배와 기도 등 경건 생활을 일상화하고 있으며, 생활관 수칙준수, 
청결 및 정리정돈, 예의 바른 섬김의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동글로벌학교 생활관은 학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We seek for dormitories to be a unified body within Christ, and students are trained to 
practice love and keep order within the community. Worship, prayer, and devotions are part 
of daily life, and students are instructed to follow dormitory regulations, practice cleanliness, 
and be courteous to one another. Ultimately, the purpose of the HIS dormitories is to enable 
students to grow into healthy and mature children of God.

Dormi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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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루 일과 | Daily Timetable

5. 외출과 외박 | Off-Campus Trips

외출은 학부모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주말과 공휴일에 가능하며 평일 외출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외박은 학부모의 서면 요청 시에 사감 선생님이 요청 서류를 참고하여 부모님께 직접 전화를 드린 
후 허가 됩니다. 외출은 당일 오후 5시까지, 외박은 등교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생활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Students may leave the dorm on weekends and holidays with a parent’s written permission. 
In principle, students may not leave campus on weekdays. Students are only allowed to leave 
campus when dorm parents have written permission, as well as verbal confirmation from the 
parents. For day-visits, students must return to campus by 5 PM. On overnight visits, students 
must return by 6 PM the day before school resumes.

기상 
Wake Up

기도 
Prayer

아침식사 
Breakfast

학교일과 
School

교내 자유시간 / 식사
Free Time / Dinner

커뮤니티 성경읽기 묵상
Community Bible Reading /
Sharing

절대 학습 I (필수)
Study Time I (mandatory)

자유 시간 
Free Time

절대 학습 II (선택) / 취침
Study Time II (optional) /  
Bed Time

취침 
Bed Time

기상 
Wake Up

아침식사 
Breakfast

자율학습 / 자유시간*
Study / Free Time 

교내 자유시간 / 식사
Free Time / Dinner

커뮤니티 성경읽기 묵상 
Community Bible Reading /  
Sharing

권장 학습 I 
Study Time I

자유 시간 
Free Time

권장 학습 II / 취침
Study Time II / Bed Time

취침 
Bed Time

기상 
Wake Up

아침식사 
Breakfast

주일 예배
Sunday Service

자율학습 / 자유시간*
Study / Free Time

교내 자유시간 / 식사
Free Time / Dinner

외박 학생 귀가 확인 / 정기 청소
Students return to dorms /  
Cleaning

절대 학습 I (필수)
Study Time I (mandatory)

자유 시간
Free Time

절대 학습 II (선택) / 취침
Study Time II (optional) / 
Bed Time

취침
Bed Time

6:30

07:30

07:50

08:30

16:20

19:00

19:30

21:30

22:30

24:00

07:30

08:00

09:00

17:00

19:00

19:30

21:30

22:30

24:00

07:30

08:00

10:00

12:00

17:00

18:00

19:30

21:30

22:30

24:00

평일 Weekdays 토요일 Saturday 주일 Sunday

* 외출가능 Day Trips Allowed.

생활관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Rom 12:2)

Scripture for HI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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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Cultivated, 

Commissioned

for His Kingd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