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초중고 유학 개요

예전보다 수월해진 유학 절차 덕분에 미국 초중고 유학은 이제는 많이 대중화

되어 있다. 근래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한 유학문의도 있지만, 

유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국이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미국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한국에 막대한 영향

을 끼치고 있다. 미국식 영어는 타 국가들 영어보다 더 선호되는 편이다. 귀국

후 한국에서 사용하게 될 활용도를 생각해봐도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 유학이

가장 선호되는 것이다. 기타 부모님들이 미국을 열망하는 이유로서, 미국은

세계 정치 경제의 중심지이자 유일한 패권국가로서,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

벌 리더 양성에 최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명문고, 명문대를 졸업

한 후 상위 계층으로서의 위치를 점하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토론식 수업으로 적극적, 긍정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고, 매사

에 유연하고 조화를 이루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토론식

의 열린 교육을 통해 스스로 사고하고 공부하며 진정한 미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미국 유학의 장점이다. 

미국은 우리 나라와 교육제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진학 후 쉽게 적응할 수 있

다. 국내에는 미국 유학파들이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서 귀국 후 사회

진출이 용이하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나라에서 유학 온 인재들과 글로벌 인맥

을 쌓을 수 있는 점 역시 커다란 장점이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 초중고 유학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모두가 “유학

=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는 없다.  어린 나이, 힘든 유학 생활로 인하여 성

적이나 자기 관리가 안되어 다시 귀국 하는 사례들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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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은 자녀의 유학 의지이다.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

냐 못하느냐는 학생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어떤 경우든 성실한 자

세로 학업에 전념하는 으지와 태도가 우선적으로 요구 된다. 

성적이 뛰어나지 않거나, 뛰어난 특기가 없는 아이들도 유학을 가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은 유학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큰 힘이 된다. 자녀가 외국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자녀의 희망에 따라 정말 유학이 필요한

지, 개인 성향과 성격, 생활태도, 영어실력, 내신성적 등 다양한 요소들을 진

단해 보고 학교선정이나 유학시기를 고려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초중고 유학에 적당한 시기는 8~9학년 즉 우리 나라의 중학교 2~3이다. 영

어 습득 측면에서만 본다면 초등학교 때의 유학이 더 유리하지만, 한국어 구

사 능력이 떨어지거나 너무 일찍 유학을 떠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될 가능성도 높다. 부모님과 함께라면 초등학교 때의 유학도 고려해 볼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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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의 교육제도는 한국의 교육제도와 유사하다. 초, 중, 고등학교 기간은 한국과 마찬가
지로 12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6-3-3 제도라

한다면, 미국은 6-2-4, 8-4, 6-3-3, 6-6, 5-3-3 등 주(State)에 따라 다르게 분류
된다. 

과정 및 학년

School Level 나이(만) 미국 한국

대학원
Postgraduate

25+
대학원-박사(3년 이상)

박사과정(3년 이상)

24
석사과정(2년)

23 대학원-석사/MBA 등
(1년/2년)22

전문대/대학교
(2년/3년/4년)학부

Undergraduate

21

학부-준학사/학사
(2년/3년/4년)

20

19

18

고등학교(1~3학년)

중/고등학교
Secondary

17

고등학교
(Grade 9~12)

고등학교
(Grade 9~12)

16

15

중학교(1~3학년)14

13 중학교
(Grade 7~8)

초등학교
(Grade 1~8)

12

초등학교(1~6학년)

11

초등학교
(Grade 1~6)초등학교

Primary

10

9

8

7

6

어린이집/유치원취학 전 교육
Pre-School

5 유치원 (Kindergarten)

4 Pre-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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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1-6학년)

미국의 초등학교는 엘리멘터리 스쿨이라 한다. 교사 한 사람이 한 학급을 맡

으며, 학급 당 20-30명 내외의 학생이 공부하고, 예능 과목인 음악이나 미술

과목 담당 교사가 별도는 학교도 있다.

2. 중학교 (Middle School: 6-8학년 / Intermediate School: 7-

8학년 / Junior High School: 7-9학년)

미국의 중학교는 미들 스쿨, 주니어 하이스쿨 또는 인터미디엇 스쿨로 불린다. 

한국의 중1, 중2에 해당하는 7, 8학년만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9학년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이 경우 9학년은 고등학교 첫째 학년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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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주요 학과목들과 외국어 그리고 선

택 과목을 지도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대학처럼 학생이 강의 시간마다 학과

교실을 찾아가 수강한다. 다만 홈룸(Home Room)이란 학급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홈룸 교사는 담임교사로서 같은 학급에 편성된 학생들의 학업 및 생

활지도를 한다.

3. 고등학교(Senior High School: 10-12학년 / Four Year High 

School: 9-12학년)

미국의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과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으로 나

누어진다. 진학 중심 교육을 하는 학교는 대학입학에 필요한 과목들, 즉 수학

같은 것에 치중하고, 졸업 후 취직을 원하는 학생들은 재무, 경제, 회계학 등

의 실용과목을 공부하며 취업을 준비한다. 학교에서 이런 모든 과목들을 개설

하거나 자체 내에 해당 과목이 없으면 이를 개설한 다른 학교와 연계해 교육

을 한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대학진학에 역점을 두는 학교들을 대학진학 준비

학교(College Preparatory School)라 부르며 사립학교 중에 이러한 대학

진학 준비학교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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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미국 초중고 유학의 종류

미국 초중고 유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사립학교 유학

미국의 사립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여 초중고 정규과정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 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미성년자인 외국학생이 홀로 유학 오는 경

우 공립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학생비자(F1)를 소지하고 사립학교

에 등록해야 한다. 단, 부모가 학업 또는 교환교수, 주재원 비자 등을 소지했

다면,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공립학교 등록이 가능하

다. 그외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생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에 참가하여 정해진 기간 (1년 또는 1학기) 동안 교환학생 비자(J1)를 취득

하고 공립학교에 등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국 초중고 유학은 사립학교 유학을 일컬으며, 최종적으

로 대학진학에 목적을 둔 유학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사립학교는 학교별로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유학 준비 시 여러 가지 요소를 면밀히 체크해 보아야

한다. 명문 사립학교들은 대학입시만큼 까다로운 지원절차와 자격요건으로

입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유학 경비는 연간 학

비와 숙소비(기숙사 또는 홈스테이)를 포함하여 $35,000 ~ $65,000 로 학

교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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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환학생 프로그램

1학기~1년간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하고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는 형태의

유학이다.  보통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 하면 공립학교로의 교환학생 프로그

램을 일컫는 것으로 J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래에는 이러한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변형시킨 프로그램들도 운영된다. 

2.1. J1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국 국무부의 “10대 청소년 교류계획”에 의해 세계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도

입된 프로그램이다. 각국의 고등학생들이 미국의 자원 봉사자 가정에서 (무

료로) 생활하고, 공립학교에서 미국 학생들과 정규 수업은 물론 다양한 스포

츠 및 이벤트 활동에 참가하며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미 국무성의 인가 및 CSIET에 등록된 파트너 기관들에서 교환학생을 위한 민

박가정과 학교 배정을담당하고, 약 300여명의 지역책임자와 현지 관리인이

학생을 관리한다. 정기적으로 민박 및 학교생활 리포트를 발급하며, 오리엔테

이션을 통해 학생들의 현지적응을 도와준다. 참가비용은 1년 $14,000 정도

이며, 여기에는 학교와 홈스테이 배정, DS-2019 발행비, 학생 관리비가 포

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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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 현지 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 (별도의 영어연수 없이 바로 정규수업에 참

여)

✓ 한국학생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배정되므로 빠른 영어실력 향상

✓ 사립학교 유학에 비해 훨씬 저렴

✓ 체계적이고 안전한 학생관리 및 정기 리포트 발급

✓ 민박가정 자녀는 물론 타 국가 교환학생 친구들과 교제

✓ 향후 사립학교나 대학으로의 유학하기 전에 활용

✓ 미래 국제사회 활동을 위한 값진 경험

<단점>

✓ 원하는 지역과 민박집, 학교에 대한 선택 불가

✓ 문화교류비자(J1)는 1년만 체류 가능 (종료 후 반드시 귀국)

✓ 학업보다는 민박집에서의 생활이 우선시 됨

✓ 영어능력 부족시 초기의 의사소통이나 학업에 어려움

✓ 민박집, 학교 등에서 문제 발생 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귀국해야 함

✓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에 따른 마찰 및 오해 발생의 우려

✓ 고등학생의 경우나 고2, 3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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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1 공립 교환학생 프로그램

미국 주요 도시의 교육청에서 수업료를 받고 외국인 학생의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유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J1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사립학교 유학의 중간 성격을 띠며, 학생은 각 도시교

육청 산하의 공립학교에 배정받고, 유료로 미국인 민박집에서 지내며, 최대 1

년간 공부할 수 있다. 비용은 1년 $20,000 ~ 44,000 정도이며, 여기에는 학

비, 홈스테이비, I-20 발행비, 학교 배정비, 가디언쉽, 학생 관리비가 포함된

다. 

<특징 및 장점>

✓ 각 지역별로 수준 높은 공립학교로 배정을 하며,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립

학교들처럼 우수한 대학 진학률과 AP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다.

✓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이 교육열이 높거나 안

전한 지역이다. 미국은 외국 유학생에게 원칙적으로 공립교육을 개방하지

않으므로 외국 유학생이 거의 없으며 미국의 질 높은 공립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 교육청이 I-20를 발행하기 전에 민박이 배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민박 배

정이 빠르며, 유료인 홈스테이에 문제 발생시에도 변경이 용이하며 안정

적이다.

✓ 12학년에도 배정 가능하며, 졸업시 필수 학점을 충족할 경우 졸업장 취득

도 가능하다.

✓ 사립학교(연간 최소 4천만원 이상의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학할

수 있다.

✓ 현지 가디언에 의해 홈스테이, 학교, 미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상담과 관리

가 이루어진다.  

✓ 9월 학기 입학시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3월이 마감이나, 이 과정은 6월까

지 신청 가능하며 ELTiS 점수로도 입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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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1 사립 교환학생 프로그램

J1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J1 프로그램의 단점들

을 보완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유료 홈스테이와 사립학교에 배정하고

F1 비자를 받고 유학한다. 사립학교를 할인된 학비로 지불한다. 비용은 1년

에 $23,000 정도로, 여기는 신청비, 학비, 홈스테이비, 배정비, I-20 발행비, 

가디언쉽 및 학생 관리비,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특징 및 장점>

✓ 1학기 혹은 1년 과정 중 선택 가능

✓ 사립의 경우 연장가능 (연장시 정상 학비를 지급하므로 추가비용 발생)

✓ 지역이나 특정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음

✓ 유료 홈스테이

✓ CSIET 기준에 맞는 호스트 가정 배정

✓ 24시간 비상연락 가능한 관리 담당자의 지속적인 지원

✓ 12학년 배정 및 졸업장 취득 가능

✓ 고등학교 졸업생도 참가 가능(단 졸업장 취득은 불가)

✓ 만 14세 (오늘 현재, 중2) 학생부터 신청가능 (8학년 혹은 9학년 배정)

✓ 100% 배정 보장 (8월 초까지 배정완료)

✓ 여유로운 지원 마감일 (9월학기는 7월초, 1월학기는 11월 중순까지 신청)

✓ 학교의 모든 과외활동 참가 가능 (주정부의 허용범위 내에서)

✓ 추가비용 지급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3개 학교 선택가능

✓ 민박 변경이 용이 (유료이므로 문제발생시 변경이 용이) 

✓ 지역별 보호자들이 안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원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3. 방학캠프

방학 기간 등을 이용하여 단기간 참가하는 캠프인데,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로 구성 된다. 여름이나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단기간 이루어지는 어학연수+

액티비티를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견문을 넓히는데 목적을 둔다. 

각국에서 온 외국 학생들과 학급을 구성하므로 이들과 친분을 맺을 수 있고, 

부모와 떨어져 생활해 보면서 차후 정식 유학을 위한 워밍업 단계로 활용해

볼 수 있다. 

기간이 짧고, 미국 현지학생들과 함께하는 과정도 아니고, 정규수업을 수강하

는 형태가 아니므로, 영어 실력향상은 제한적이다. 비용은 모집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나 4주에 약 500 ~ 600만원 혹은 그 이상으로 학비, 숙식비, 보험

료, 액티비티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료와 개인 용돈은 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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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 초중고 학교 종류

미국의 초, 중, 고등학교는

첫째,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둘째, 기숙 여부에 따라 기숙학교와 통학학교. 

셋째,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종교학교 및 특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

수학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운영 주체별 분류

1.1. 공립학교

미국의 공립학교는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부모가 학생비자

(F1비자) 혹은 주재원, 교환(J1비자) 비자, 취업 (H1B) 비자, 주재원(L) 비

자 등을 소지한 경우에는 동반비자를 받은 자녀의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한다. 

또는 공립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입학은 허용되나, 이

것은 정식 유학과는 다르게 문화체험 성격이 강하며, 기간 또한 제한적 (1학

기 혹은 1년)이다.

✓ 국가, 주,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 미국 현지인에게 무료로 교육

✓ 지역에 따라 교육 수준에 차이가 있음.

부유한 지역은 학교에 교육예산이 많아 더 많은 교사 인건비를 제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비해 더 나은 교육의 질과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의 오렌지 카운티, 비버리 힐즈 등 부촌지역에는 학생들

평균 SAT 점수가 1,600점 이상인 공립학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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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립학교

교환학생 혹은 부모 동반학생이 아닌 경우 유학생은 공립학교 입학이 허용되

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미국 초중고 유학은 사립학교 입학을 의미한다.

✓ 기부금, 학생 수업료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 방침 유지

✓ 명문 사립고들에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림

✓ 엄격한 대학진학 준비과정이나 예술 전문과정을 운영함

✓ AP(Advanced Placement, 대학선수과목) 과정을 제공하므로 대학 진

학률과 수준이 높음

✓ 학교의 전통과 졸업생 네트워크를 중요시 함

✓ 학문적 성취와 리더십 향상에 가치를 두는 학교들이 많음

✓ 학교규율이 엄격함

유학생들은 사립학교에 합법적으로 입학이 가능하며, 학교 내신, SSAT, 

TOEFL 등의 성적을 중요한 입학 조건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밖에 영어, 수학, 교장/카운셀러 선생님 추천서, 자기 소개

서 등을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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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숙 여부별 분류

2.1. 통학학교 (데이스쿨, Day School)

데이 스쿨(Day school)이라고 부르는 통학학교는 말 그대로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단순한 영어습득만이 아니라 미국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미국 문화, 학교와 가

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영어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

한다면 통학학교 유학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미국 통학학교는 대부분 외

국인 학생을 위한 홈스테이 알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연고자가 없으면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통학학교는 유학생들을 위한 영

어과정(ESL)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영어실력이 필요하다. 이

러한 이유때문에 통학학교 유학은 그다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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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숙학교 (보딩스쿨, Boarding School)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보딩스쿨(Boarding School)라고 하며, 기숙학교는

통학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명문 사립학교들은 대부분 기숙학교로

운영된다.  다른 나라들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물론,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온

학생들도 많기 때문이다. 통학학생보다 기숙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더 명문으

로 볼 수 있다.

<특징 및 장점>

✓ 미국 및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함

✓ 기숙사 생활을 통해 공부뿐만 아니라 규율을 배울 수 있음

✓ 절제된 규율 속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므로 대학 진학률이

높음

✓ 기숙사에 교사가 상주하며, 다른 교사들의 집도 기숙사 근처에 있어 안전

하게 생활할 수 있음

✓ 대부분 고등학생(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 9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기

숙사 생활을 허용함

6-9학년을 대상으로 한 명문 기숙학교인 주니어 보딩스쿨(Junior 

Boarding Schools)도 있는데, 대부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지

역에 있으며 여기를 졸업하면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입학하는데 유리하다.

기숙학교는 5일제(5-day Boarding)와 7일제(7-day Boarding)로 나뉜

다. 5일제의 경우 주말에는 기숙사에서 나와서 집에서 기거하는 형태이고, 7

일제는 일주일 내내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는 형태이다. 방학(여름방학 3개월)

이나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의 휴가기간에는 기숙사에서 나와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에 따라 짧은 연휴기간 동안은 홈스테이를 알선해

주기도 하며, 크리스마스 등의 긴 방학(3~4주) 기간에는 친척집에서 기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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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한국에 오기도 한다.

기숙학교는 소수의 정원과 비싼 등록금, 경쟁이 치열해 좋은 내신을 받기 힘

든 점 등이 있지만, 학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비보조나 장학금을 (해마다

평균 30~40% 정도) 받을 수 있는 점, 우수한 교육여건과 균형있는 전인교육, 

경험이 풍부한 진학상담 및 교내 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2.1. 보딩스쿨의 장점

우수한 교육환경

낮은 교사 대 학생 비율, 안전하게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캠퍼스 입지, 우수한

학생들과의 교우 관계, 도서관, 체육관, 운동장 등의 뛰어한 교내시설을 활용

할 수 있다.

개인의 특성을 배려하는 교육

10여명 안팎의 소규모 클래스를 운영하여 교사들이 학생마다의 특성을 고려

한 최상의 교육을 한다. 학습방식도 토론식과 세미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재능이나 학업 성취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소수

정예교육이 이루어진다.

우수한 교사진

교사의 60% 이상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 대학 수준의 강의능

력과 학위를 지닌 우수한 교사들의 지도를 받는다.

독립심과 도전의식 배양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지는 독립심을 고양하고, 우수한 인적 물리적

교육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발전을 이루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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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학업과 아이비리그 대학 진학준비

상위 보딩스쿨의 경우 20개 이상의 AP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며, 학년에 따

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이비리그 대학 준비과정들이 운영되고, 진학에 필

요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학과목 외에 다양한 스포츠 및 예능활동 기회부여

다양하게 개설된 학과목 외에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계절별 학교

대항 운동경기가 펼쳐지며, 스포츠 분야에서는 수영, 축구, 승마, 골프, 테니

스, 예능 분야에서는 악기연주, 사진, 미술, 무용, 신문. 방송 등 본인의 특기

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클럽활동 기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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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보딩스쿨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학급정원 및 총 학생수

학급 정원은 4~12명 정도이고, 전체 학생수도 적게는 200명, 많게는 1,000

명까지 있는 등 학교의 규모도 매우 다양하다. 보통 학급의 평균 정원이 7~8

명 정도이고, 전체 학생수가 400명 정도인 학교가 가장 좋게 평가되고 있다.

학교위치

대도시 주변이 아닌 전원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학교 이름이 그 지역의

도시명인 경우도 흔하다.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안전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지역인가를 살펴야 한다.

기숙학생 비율

100% 보딩스쿨인 학교보다 통학 학생과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기숙학생 수가 100명 이상이면 주말 활동이 많은 장점이 있으나, 자칫 과대

한 시간 소모로 공부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의 명

성을 보고 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명문 학교들은 보딩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학생수

전체 학생 중 10% 내외로 외국인의 쿼터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 학생

수도 정해진 인원 안에서 선발한다. 결국 수십 대 일의 경쟁은 한국학생끼리

치르는 과정인 것이다. 보통 한 학년에 5~7% 정도가 무난하다.

학교별 랭킹

학교별 랭킹은 여러가지 기준을 토대로 관련 기관들에서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통 SAT 평균 점수, 아이비리

그를 포함한 대학 진학률과 개설된 AP 과목수 등이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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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과정 유무

공인 영어시험점수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 학교에서 바로 유학하는 경우에는

ESL 과정 유무와 운영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체로 상위권 학교일수

록 ESL 과정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ESL 과정에서는 시험 후 정규 반으로 이

동이 가능하다. ESL 비용은 학비 외 별도 비용으로 부과한다.

학비

학비에 제한을 두고 보딩스쿨을 찾으면 학교 선정이 어려워진다. 동부 지역의

명문 학군에 몰려 있는 학교들의 학비(보딩)는 대략 연간 55,000불 이상이

며, 명문 학교일수록 학비도 비싸다.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나 중. 

남부에 위치한 학교들이 동부나 대도시 인근 학교에 비해 저렴하다.

대학 진학 현황

Boarding School Review, US News, Peterson’s 등과 같은 전문 사이트

나 안내 책자, 그리고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과

Harvard, Yale, Princeton, Duke, Northwestern, Cornell, Stanford, 

Berkeley, NYU 와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 주립 명문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다.

학교 재정 상태

명문 학교일수록 학비가 비싼 편이지만 동문들과 각종 단체들이 후원하는 장

학기금이 많다. 이를 바탕으로 장학정책과 도서관, 과학실, 미술관, 농구 & 

골프장 등에 대한 시설 투자가 활발하다.

교사들의 학력과 경력

사회 지도층을 양성하는 엘리트 교육의 산실인 미국 보딩스쿨은 우수한 교사

진을 확보하여 소수 정예 교육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목표로 운영되므로, 학

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전담할 우수한 교사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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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딩스쿨의 종류

300~600개 정도로 추산되는 미국의 보딩스쿨은 기준이 되는 관점에 따라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보딩스쿨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본다면, 

대학입시에 치중을 하는 ‘College-Preparatory Boarding School’과 8학

년 이하 학생을 받는 ‘Junior Boarding School’로 나늘 수 있다. 대부분의

보딩스쿨은 ‘College Prep School’ 이라 볼 수 있다. 

3.1. Co-ed Boarding School (남녀공학 보딩스쿨)

대부분의 보딩스쿨은 남녀공학(Co-ed)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조) 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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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ingle-sex Boarding School (남/여학교 보딩스쿨)

남학생 또는 여학생으로만 구성된 보딩스쿨도 운영된다. 

<All- Boys Boarding School>
전 학생이 남학생으로 구성된 보딩스쿨

• Army and Navy Academy, California

• Avon Old Farms School, Connecticut

• Blue Ridge School, Virginia

• Cardigan Mountain School, New Hampshire

• Carson Long Military Academy, Pennsylvania

• Chaminade College Preparatory School, Missouri

• Christ School, North Carolina

• Church Farm School, Pennsylvania

• Eaglebrook School, Massachusetts

• The Fessenden School, Massachusetts

• Fishburne Military School, Virginia

• Fork Union Military Academy, Virginia

• Georgetown Preparatory School, Maryland

• The Grand River Academy, Ohio

• The Greenwood School, Vermont

• Hampshire Country School, New Hampshire

• Hargrave Military Academy, Virginia

• Hillside School, Massachusetts

• The Kiski School, Pennsylvania

• Marine Military Academy, Texas

• McCallie School, Tennessee

• Missouri Military Academy, Misso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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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xford Academy, Connecticut

• The Phelps School, Pennsylvania

• St. Albans School, District of Columbia

• St. Catherine's Academy, California

• St. John's Northwestern Military Academy, Wisconsin

• St. Thomas Choir School, New York

• St. Thomas More School, Connecticut

• Salisbury School, Connecticut

• South Kent School, Connecticut

• Subiaco Academy, Arkansas

• Trinity-Pawling School, New York

• Valley Forge Military Academy, Pennsylvania

• Woodberry Forest School, Virginia

• The Woodhall School, Connecti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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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Girls Boarding School>
전 학생이 여학생으로 구성된 보딩스쿨

• Academy of the Sacred Heart, Louisiana

• Annie Wright Schools, Washington

• Buffalo Seminary, New York

• Chatham Hall, Virginia

• Dana Hall School, Massachusetts

• Emma Willard School, New York

• The Ethel Walker School, Connecticut

• Flintridge Sacred Heart Academy, California

• Foxcroft School, Virginia

• Garrison Forest School, Maryland

• Grier School, 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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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ockaday School, Texas

• Incarnate Word High School, Texas

• Linden Hall, Pennsylvania

• The Madeira School, Virginia

• Miss Hall's School, Massachusetts

• Miss Porter's School, Connecticut

• Oldfields School, Maryland

• Purnell School, New Jersey

• St. Margaret's School, Virginia

• Saint Mary's School, North Carolina

• St. Timothy's School, Maryland

• Salem Academy, North Carolina

• Santa Catalina School, California

• Stoneleigh-Burnham School, Massachusetts

• Westover School, Connecticut

• Woodlands Academy of the Sacred Heart, Illinois

(출처)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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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or Boarding School (주니어 보딩스쿨)
8학년 이하의 학생들을 위한 보딩스쿨이다.

A

• Academy of the Sacred Heart, Louisiana

• Admiral Farragut Academy, Florida

• Andrews Osborne Academy, Ohio

• Army and Navy Academy, California

B

• Bement School, Massachusetts

• Ben Lippen School, South Carolina

• The Bolles School, Florida

• Brandon Hall School, Georgia

• Brehm Preparatory School, Illinois

• The Brook Hill School, Texas

C

• Cardigan Mountain School, New Hampshire

• Carson Long Military Academy, Pennsylvania

• Chaminade College Preparatory School, Missouri

• Cheshire Academy, Connecticut

• Christ School, North Carolina

• Church Farm School, Pennsylvania

D

• Delphian School, Oregon

• Dunn School,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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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Eagle Hill School, Massachusetts

• Eaglebrook School, Massachusetts

F 

• Fay School, Massachusetts

• The Fessenden School, Massachusetts

• Fishburne Military School, Virginia

• Forest Ridge School of the Sacred Heart, Washington

• Fork Union Military Academy, Virginia

G 

• Garrison Forest School, Maryland

• Gilmour Academy, Ohio

• Girard College, Pennsylvania

• The Glenholme School, Connecticut

• Gould Academy, Maine

• The Gow School, New York

• The Grand River Academy, Ohio

• The Greenwood School, Vermont

• Grier School, Pennsylvania

• Groton School, Massachusetts

H 

• Hampshire Country School, New Hampshire

• Hargrave Military Academy, Virginia

• Hillside School, Massachusetts

• The Hockaday School, Texas

• Hoosac School, New York

• Houghton Academy, New York

• Howe Military Academy, I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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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ndian Mountain School, Connecticut

• Indian Springs School, Alabama

K 

• The Kildonan School, New York

• The King's Academy, Tennessee

• The Knox School, New York

L 

• Linden Hall, Pennsylvania

• The Linsly School, West Virginia

M 

• Marine Military Academy, Texas

• Massanutten Military Academy, Virginia

• Miller School of Albemarle, Virginia

• Milton Hershey School, Pennsylvania

• Missouri Military Academy, Missouri

N 

• North Central Texas Academy, Texas

• North Country School, New York

O

• Oak Hill Academy, Virginia

• Ojai Valley School, California

• Oldfields School, Maryland

• The Orme School, Arizona

• The Oxford Academy, Connecti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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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The Pennington School, New Jersey

• The Perkiomen School, Pennsylvania

• The Phelps School, Pennsylvania

R 

• Rabun Gap-Nacoochee School, Georgia

• Randolph-Macon Academy, Virginia

• The Rectory School, Connecticut

• Ross School, New York

• Rumsey Hall School, Connecticut

S

• St. Bernard Preparatory School, Alabama

• St. Catherine's Academy, California

• Saint James School, Maryland

• St. John's Military School, Kansas

• St. John's Northwestern Military Academy, Wisconsin

• St. Margaret's School, Virginia

• St. Stephen's Episcopal School, Texas

• St. Thomas Choir School, New York

• St. Thomas More School, Connecticut

• San Marcos Academy, Texas

• Shattuck-St. Mary's School, Minnesota

• Southwestern Academy, California

• Stoneleigh-Burnham School, Massachusetts

• The Stony Brook School, New York

• The Storm King School, New York

• Stuart Hall School, Virginia

• Subiaco Academy, Arka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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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Tallulah Falls School, Georgia

• Thomas Jefferson School, Missouri

• Thornton Academy, Maine

• TMI - The Episcopal School of Texas, Texas

V 

• Valley Forge Military Academy, Pennsylvania

• The Vanguard School, Florida,

W 

• Wasatch Academy, Utah

• The Webb School, Tennessee

• Wilbraham & Monson Academy, Massachusetts

• Wolfeboro: Summer Boarding School, New Hampshire

(출처) 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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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ligious Boarding School (종교학교, 종교재단 보
딩스쿨)

특별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보딩스쿨이다. 종교학교는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종교적 이념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한다. 종

교학교는 다시 특정교구에서 학교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학교(Parochial 

School)와 종교재단에서 학교는 세웠으나 일반학교처럼 운영하는 학교

(Independent Religious School)로 구분 된다.

종교학교는 기독교, 카톨릭, 루터교 학교 등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종교학교에는 종교수업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종교학교는 수준이 높

고 학생들을 잘 관리해 주는 곳들이 많으며 복장 및 수업 관련 규율이 엄격하

기는 하나,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학교생

활에 적응하기에 좋은 환경일 수 있다. 종교가 없거나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입학 가능하므로,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종교보다는 학생에게 맞는 학

교인지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다.

기독교계 Christian
• Ben Lippen School, South Carolina

• The Brook Hill School, Texas

• Canyonville Christian Academy, Oregon

• Fork Union Military Academy, Virginia

• Hargrave Military Academy, Virginia

• Houghton Academy, New York

• The King's Academy, Tennessee

• The Stony Brook School,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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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계 Baptist 
• Oak Hill Academy, Virginia

• San Marcos Academy, Texas

기독교계/종교무관 Christian/Non-Denominational 
• Asheville School North, Carolina

• Massanutten Military Academy, Virginia

• McCallie School, Tennessee

• Missouri Military Academy, Missouri

• Monte Vista Christian School, California

• North Central Texas Academy, Texas

• Pomfret School, Connecticut

• Woodberry Forest School, Virginia

종파 무관 Interfaith 
• Rock Point School, Vermont

퀘이커교계 Quaker 

• George School, Pennsylvania

• Oakwood Friends School, New York

• Olney Friends School, Ohio

• Sandy Spring Friends School, Maryland

• Scattergood Friends School, Iowa

• Westtown School, Pennsylv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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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공회계 Episcopal 

• Blue Ridge School, Virginia

• Brooks School, Massachusetts

• Chatham Hall, Virginia

• Christ School, North Carolina

• Christchurch School, Virginia

• Church Farm School, Pennsylvania

• Episcopal High School, Virginia

• Groton School, Massachusetts

• Holderness School, New Hampshire

• Hoosac School, New York

• Howe Military Academy, Indiana

• Kent School, Connecticut

• Oregon Episcopal School, Oregon

• St. Albans School, District of Columbia

• Saint Andrew's School, Florida

• St. Andrew's School, Delaware

• St. Andrew's-Sewanee School, Tennessee

• St. George's School, Rhode Island

• Saint James School, Maryland

• St. John's Military School, Kansas

• St. John's Northwestern Military Academy, Wisconsin

• St. Margaret's School, Virginia

• St. Mark's School, Massachusetts

• Saint Mary's School, North Carolina

• St. Paul's School, New Hampshire

• St. Stephen's Episcopal School, Texas

• St. Thomas Choir School,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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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 Timothy's School, Maryland

• Salisbury School, Connecticut

• Shattuck-St. Mary's School, Minnesota

• South Kent School, Connecticut

• Stuart Hall School, Virginia

• TMI - The Episcopal School of Texas, Texas

• Trinity-Pawling School, New York

• Virginia Episcopal School, Virginia

• The White Mountain School, New Hampshire

감리교계 Methodist

• The Pennington School, New Jersey

• Randolph-Macon Academy, Virginia

• Wyoming Seminary, Pennsylvania

기타 Other

• St. Anne's-Belfield School, Virginia

• San Domenico School, California

장로교계 Presbyterian

• Rabun Gap-Nacoochee School, Geor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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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계 Roman Catholic

• Academy of the Sacred Heart, Louisiana

• Canterbury School, Connecticut

• Chaminade College Preparatory School, Missouri

• Cotter Schools, Minnesota

• Flintridge Sacred Heart Academy, California

• Forest Ridge School of the Sacred Heart, Washington

• Georgetown Preparatory School, Maryland

• Gilmour Academy, Ohio

• La Lumiere School, Indiana

• Marianapolis Preparatory School, Connecticut

• Maur Hill-Mount Academy, Kansas

• Portsmouth Abbey School, Rhode Island

• St. Bernard Preparatory School, Alabama

• St. Catherine's Academy, California

• Saint John's Preparatory School, Minnesota

• St. Thomas More School, Connecticut

• Santa Catalina School, California

• Subiaco Academy, Arkansas

• Thomas More Prep-Marian, Kansas

• Villanova Preparatory School, California

• Woodlands Academy of the Sacred Heart, Illinois

• Woodside Priory School,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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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무관 Non-Denominational 

• Blair Academy, New Jersey

• Cardigan Mountain School, New Hampshire

• Lawrence Academy, Massachusetts

• Middlesex School, Massachusetts

• Millbrook School, New York

• Milton Hershey School, Pennsylvania

• New York Military Academy, New York

• Pilgrim School, California

• Proctor Academy, New Hampshire

• The Rectory School, Connecticut

• Valley Forge Military Academy, Pennsylvania

• West Nottingham Academy, Maryland

유대교계 Jewish

• American Hebrew Academy, North Carolina

(출처) 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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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ilitary Boarding School  (군사학교, 사관학교)

군사학교. 교복을 입고, 군대식의 강한 규율을 가진 학교로 입학전형은 일반

학교와 거의 동일하고며 운영방식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군사학교와 일반 사립학교는 학업과정과 대학진학에 관한 한 큰 차이가 없다. 

사립군사학교 (Private military school)는 엄연히 사립보딩스쿨 (Private 

Boarding School)이나, 학생들의 칭호를 Student(학생)대신 Cadet(생

도)로 부르고, 사관생도 같은 제복을 입는다. 

생도들은 리더십 과정, 즉 J R.O.T.C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은 리더십 배

양, 동료간의 결속, 사회적 조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문제해결 능력 등을 배

양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도, 리더십, 대중연설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일반 사립고 학생들처럼 대부분 명문대학에 진학하며, 미국 사관

학교나 군사학교로의 진학률도 높다. 일반 사립학교보다 통제와 규율이 엄격

하고, 미국의 학부모들도 우리나라 학부모들처럼 자녀가 군사학교 생활을 통

해 더 강인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러한 군사학교를 권한다.

군사학교는 일반 사립기숙학교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며, 입학시기가 가을학

기, 봄학기 등으로 유연하고, 유학생에게 요구하는 시험성적 기준도 높지 않

다. 또한 일반 사립기숙학교와 동일하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예비학교 성격

을 가지고 있으며, 저학년(6,7학년) 학생용 기숙사가 잘 마련되어 있다.

✓ Admiral Farragut Academy, Florida

✓ Army and Navy Academy, California

✓ Carson Long Military Academy, Pennsylvania

✓ Fishburne Military School, Virginia

✓ Fork Union Military Academy, Virgi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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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grave Military Academy, Virginia

✓ Howe Military Academy, Indiana

✓ Marine Military Academy, Texas

✓ Massanutten Military Academy, Virginia

✓ Missouri Military Academy, Missouri

✓ New York Military Academy, New York

✓ Randolph-Macon Academy, Virginia

✓ St. Catherine's Academy, California

✓ St. John's Northwestern Military Academy, Wisconsin

✓ Valley Forge Military Academy, Pennsylvania

✓ Wentworth Military Academy, Missouri

(출처) T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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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초중고 유학 지원 (보딩스쿨
기준)

1. 지원 절차 및 시기 (9월학기, 명문 보딩스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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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 05 학교 검색 시작 - 입학요강 및 학교 기본정보 검색

06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10~20여개 선정, 입학 난이도에 따라 분류

07
약 7개교 (본인 조건보다 상위 2개교 + 적정 3개교 + 안정권 2개교)로 최
종 지원학교 결정

08
지원시기, 구비서류, 필요 시험성적, 기타 입학요강 체크리스트 작성, 공식
시험 (SSAT, TOEFL 등) 등록

09 입학지원서 작성 및 인터뷰 예약 시작

10 공식 시험 (SSAT, TOEFL 등) 응시

11 교사추천서 의뢰 및 에세이 작성

12 인터뷰 예약 (입학지원서 제출 후 인터뷰 예약 가능.)

내년 / 01
1/15~31까지 원서마감, 나머지 서류 발송완료. (마감일 우체국 소인 찍
힌 우편물까지 인정)

02
학자금 지원 (Financial Aid) 신청자는 대체로 2월 1일까지 원서 제출 완
료

03 3월 10일 합격자 발표

04 4월 10일 지원자 등록결정 및 등록예치금 납부

05
수강신청(Course Selection form), 영어 / 수학 온라인 테스트
(placement test), 기숙사 신청

06 I-20 수령 및 학생비자 신청 준비



1.1. 자료 수집 및 학교 선정

미국 초, 중, 고등학교의 신학기는 9월이며, 유학생은 대개 9월 신학기에만

입학 가능하다.  정원 여부에 따라 봄학기 (1월 학기)에도 지원 가능하나 학

교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 선정에 필요한 정보검색이나 자

료수집은 지원 전년도 5~6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9월전까지는 가급

적 지원할 학교를 선정해야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시기 내용

07 재학했던 학교의 최종 성적표(Final Transcript) 제출, 학비납부

08
비자 수령, 출국준비(예방 접종 기록서류 준비 - Immunization Record 
및 Health Form 등)

09
입학 - 학년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날짜와 등록날짜가 다르므로 학교 일정
에 맞게 기숙사 체크인 및 등록



1.2. 지원시기 및 원서마감

대부분의 보딩스쿨은 9월학기 기준 1월 중순 ~ 2월초에 신청마감을 하며, 명

문 보딩스쿨은 1월 15일이 원서 마감일이다. 원서 마감일에 맞추어 지원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모든 서류와 시험성적이 마감일전까지 학교에

도착하게 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 원서 마감일 이후에도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을 허용하는

‘Rolling Admission’을 운영하기도 하나, 명문교는 조기 마감인 경우가 많

으므로, 원서 마감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때까지 지원완료 하는 것이 좋다. 마

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1~2월초까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자리 확보에

유리하다. 주니어 보딩스쿨은 자리가 제한적이고 전년도 10월~11월에 조기

마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년과 학교에 따라 미리미리 여유롭게 준비한다.

1.3. 입학허가 발표 및 등록 확인

지정된 원서마감일 (보통 1월 중순)에 모든 지원서류들이 제출 완료되었고

인터뷰도 완료되었다면, 대개 3월 10일에 입학허가 발표가 난다. 입학허가

발표는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며,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통상 4월 10일까

지 입학의사를 학교측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입학의사를 통보하는 등록확인

은 등록확인서(Enrollment Agreement)와 등록예치금(Enrollment 

Deposit)을 함께 학교에 보내는 절차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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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입학 허가 후 준비사항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항목 시기 조치 내용

1
등록 예치금
(Enrollment or 
Acceptance Deposit)

4월
10일

입학허가 발표 후 등록 예치금 납부

2
재정 보증서
(Financial Statement + 
Bank Statement)

4~5월
입학허가서(I-20) 수령에 필요한 재정
보증서와 은행 잔액 증명서(영문) 제출

3 수강신청서 & 기숙사 신청서 5~6월 수강신청서와 기숙사 신청서 제출

4
최종 성적표
(Final Transcript)

7~8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최종 성적표를 발행
받아 입학할 학교에 발송, 따라서 마지막
까지 성적관리 필수

5
예방 접종 기록
(Immunization Form and 
Records)

예방 접종 기록 준비(학교 양식 있음)

6 출국 준비물 준비

기숙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교로
부터 기숙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목
록과 가져가야 하는 물품 세부 목록을 받
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 준비. 유니폼을
입지 않으나 Dress Code가 있는 경우
이에 맞추어 의복도 준비

7 학생 Visa
I-20 도착하는 대로 학생비자 서류 준비
하여 신청

8 학비 납부 온라인으로 송금

9 출국 8~9월
신입생 모집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맞추
어 출국



1.5. 지원 구비 서류

① Admission Inquiry Form

②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③ 입학신청비 (Application Fee)

④ 학교성적표 (School Report + Transcript)

⑤ 교사추천서 (Teacher Recommendation)

⑥ 학생 에세이 (Student Essay or Personal Statement)

⑦ 부모 에세이 (Parent Essay or Personal Statement)

⑧ 표준 시험성적 (Standardized Test Score)

⑨ 공인 영어성적 (Official English Test Score)

⑩ 인터뷰 (Interview)

⑪ 사진 (Photograph)-대부분 옵션

⑫ 추가 서류 (Optional supplementary materials)

① Admission Inquiry Form

정식 입학지원서(Application Form)을 제출 하기 전, 학교입학에 필요한

문의를 하는 양식으로, 입학지원에 필수 양식은 아니다. 보통 Inquiry Form

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서 정식 입학지원서 온라인 계정을 만들게 되며, 학교

는 어드미션 관련 정보나 기타 학교정보를 지원자 이메일로 정기적으로 발송

해 준다. 일부 학교는 이 Inquiry Form을 제출하면 정식 입학지원서를 제출

하기 전이라도 인터뷰 예약을 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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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m)

온라인 입학지원이나 지면신청서 (Printable Format) 형태의 오프라인 입

학지원서를 사용하게 된다. 학교 자체의 입학지원서를 사용하거나 또는

Gateway to Prep이나, SSATB, TABS 등의 외부 온라인 입학신청 시스템

을 이용하여 입학신청을 하기도 한다. 어떤 형태의 입학지원서를 사용하는가

는 학교별 어드미션 요강에 안내되어 있다. 입학지원서에는 보통 지원자에 대

한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게 된다. 

서명란에는 지원자/부모 및 가디언 서명이 함께 들어간다.

<예시>

✓ 신상정보 (Biographical Information)

이름/연락처/성별/생년월일/현재학년/지원학년/지원형태 등

✓ 국적 등의 신분정보 (Citizenship Information)

현재 국적/학생 비자 소지여부 등

✓ 인종 및 학력정보 (Background Information-Ethnic/Education)

인종(옵션)/모든 학력사항/재학중인 학교형태-공, 사립여부/재학중인

학교연락처

✓ 시험정보 (Test Information-SSAT/ISEE/PSAT/SAT/ACT/TOEFL)

테스트 날짜 또는 예정일, 취득점수 등

✓ 과외 및 특별활동 경험 (Activities)

교내/외, 개인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 리스트, 활동명/기간/주당 활동시간

/Position/참여 정도 등 (음악, 연극, 예술, 커뮤니티 서비스, 창작, 운동, 

파트타임 잡, 취미생활 등 주요 활동내용을 상세히 리스트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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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 및 개인적인 성취도-수상경력/자격사항 등 (Academic and 

Personal Achievements)

수상경력이나 자격증 취득 내용을 리스트 업 하거나 상세히 기술

✓ 가족관계 정보 (Family Information)

부모 및 가디언, 형제자매의 이름/연락처/직업/학력-학교명/지원교에 재

학했던 경험

* 지원 학년이나 학교에 따라, 기본정보 입력 페이지가 3페이지 안팎 또는 5

페이지 이상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명문 보딩스쿨일수록 원서 입력내용이 상

세하며, 페이지수가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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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학신청비 (Application Fee)

미국 학생(Domestic)과 유학생(International) 지원자로 분류하여, 유학

생은 보통 $100~200 안팎이다.  원서 제출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온라인

지원인 경우 신용카드 (Visa 또는 Master 등의 해외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로 온라인 결제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은행에서 Money 

Order (수표)를 발행받아 입학지원서와 함께 동봉해 보내야 한다. 입학신청

비를 납부해야 서류심사를 한다. 요즘은 대개 온라인 지원을 하므로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면 되며, 1회성 비용이고, 납부 후 지원을 취소해도 환

불되지 않는다.

④ 학교성적표 (School Report + Transcript)

최근 3년간 (현재 학년 - Current Year + 직전 2년 - Previous two years)

의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를 요구한다. 학교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현재 학년까지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요구하기도 한다.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성적표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높은 내신성적이 입학에 유리하다. 

주요 과목인 영어/수학/과학/역사 성적이 중요시된다. 이때 School Report

라 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담임교사가 작성해야 하는 추천서 양식이 성적표

(Transcript)와 함께 동봉 되어야 하는데, School Report에는 교장이나 담

임교사가 지원자의 전반적인 학업능력 및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 체크하고 기

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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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Report 예문> 

✓ How well do you know the student academically? / As a 

person?

✓ In what month does your school year begin? / end?

✓ Please explain your school’s grading system. What is the 

passing mark? / Honors mark?

✓ What percent of your students receive which grades?

✓ Does your school rank? 

✓ Is your rank:  Approximate  Exact 

✓ How many students are in the entire grade?

✓ Does your school use a block scheduling system? 

✓ This candidate ranks ___ out of ____.

✓ _______ other students share this rank.

✓ Are students placed in sections according to ability?  Yes  No  If 

yes, please tell us in which level the applicant is placed for 

each subject.

✓ If the student’s attendance record is not listed on the 

transcript, please indicate the number of days he or she has 

been absent or tardy each year while at your school

✓ If the student is not, or has not been, in good academic 

standing, please explain.

✓ Has the student ever been dismissed, suspended, placed on 

probation, or received other serious disciplinary sanction?

✓ Has he or she withdrawn from school voluntarily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for other than reasons of health?

✓ If the answer to either or both of these questions is yes, please 

provide a full explanation on a separate piece of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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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lace check marks at the points that represent your 

evaluation of the student in comparison to other students in 

his or her age group whom you have taught or advised. If you 

have no fair basis for judgment, do not hesitate to say so.-주어

진 항목표에 지원자의 수준을 체크

✓ If the student is relatively weak or strong in any areas listed 

above, please elaborate.

✓ What are the first three words that come to mind to describe 

this student?

✓ Please comment on this student’s character, citizenship, and 

contributions to your community.

✓ Please add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ill give us a more 

complete picture of th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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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사추천서 (Teacher Recommendation)

보통 3~4부를 요구하는데, 현재 영어 및 수학교사, 그리고 4번 항목의

School Report 추천서까지 3부를 기본으로 요구한다. 더불어 Personal 

Recommendation 또는 Special Interest Recommendation 이라 하여, 

영어와 수학 담당교사 이외에 지원자를 잘 알고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교사나

만약 지원자가 특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특기에 대해 추천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한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 체육 등에서 오랫동안 별도

교육을 받았거나 지원자가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분야 코치나 교

사 혹은 Instructor가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Personal 및 Special 

Interest Recommendation은 필수가 아닌 옵션이다.

추천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추천서로 제출하는데, 온라인 추천서로 제출

하는 경우, 입학신청서에 추천인 정보 (연락처/성명/이메일 등)를 입력하고, 

학교에서는 추천인에게 직접 이메일로 연락하여 추천서 작성방법에 대해 안

내를 한다.  오프라인 추천서 추천서는 학교봉투에 넣어 봉인 처리 (Seal 처

리 - 교사 서명)하여 밀봉하고 직접 학교로 발송되어야 한다.

추천서 내용은 판에 박힌 내용이 아닌 선생님이 학생에게 신뢰를 나타내는 내

용, 친구와의 협동적인 모습, 리더쉽을 보여주는 활동 참여상황, 수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하며 학생의 약점과 강점이 적절하게 묘

사되어 있어야 한다.

<추천서 예문>

✓ How well do you know the student academically? / As a 

person? 

✓ In what years did you teach the student? / How large is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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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course(s)? 

✓ Is the student on a block schedule?

✓ Is this course part of a tracking system or designated as an 

honors or accelerated course? 

✓ Briefly describe your course. It is especially helpful to know 

what texts are used and if the students are grouped by ability.

✓ How accurately does the student read and understand what 

he or she has read?

✓ How well does the student write in comparison with other 

students whom you have taught? Please be specific about 

areas of strength and weakness.

✓ How well does the student accept advice or criticism?

✓ What are the first three words that come to mind to describe 

this student?

✓ Please place check marks at the points that represent your 

evaluation of the student in comparison to other students in 

his or her age group whom you have taught. If you have no fair 

basis for judgment, do not hesitate to say so.- 양식에 지원자 수

준 체크

✓ If the student is relatively weak or strong in any areas listed 

above, please elaborate.

✓ Please comment on this student’s character, citizenship, and 

contributions to your community.

✓ Please add any additional information that will give us a more 

complete picture of the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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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생 에세이 (Student Essay or Personal Statement)

단문 설문지(Student Questionnaire)와 주어진 토픽들에서 몇 개를 선택

하여 각 200~400자 내외로 작성하는 에세이(Student 

Essay/Statement), 그리고 현재 수업 중인 클래스에서 제출하여 담당 교사

에게 채점을 받은 Graded writing sample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

이중 단문 설문지의 경우 입학지원서 양식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며, 1~2 

페이지 분량의 양식 내 질문 사항에 대해 단문으로 답하면 된다. 지원하는 학

년이나 학교에 따라 문장을 완성하는 Questionnaire가 포함 되기도 한다.  

200~400자 정도의 에세이의 경우는 별도 양식이 있거나 또는 입학지원서

양식 안에 토픽이 나와 있고 별도의 용지에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별도 양식이 있는 경우라도 글의 양에 따라 별도 용지에 작성해도 무방하다. 

3~4개의 토픽 중 1~2개를 선택해서 작성하거나 아예 토픽 wjscp에 대해 모

두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하는 학년에 따라 토픽이 구분 되기도 한

다.  

Graded Writing Sample은 해당 양식에 본인이 간단히 작성한 writing 

sample에 대해 설명(제출 날짜, 어떠한 과제였는지 등) 한 후 writing 

sample의 복사본이나 스캔본과 동봉하여 보낸다.  보통 이러한 에세이는 자

필(Handwriting)작성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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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예문 Student Questionnaire>

✓ The following is to be completed by the student.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 I feel that my strengths are

✓ I feel that my weaknesses are 

✓ My teachers would describe me as 

✓ My friends would describe me as 

✓ Please describe any special programs that you have attended 

during the school year or the summer 

✓ Please list your extra-curricular, athletic, musical, theatrical, 

personal, or community interests in the order of their 

importance to you-활동명/기간/수상경력 및 포지션 등 기재

✓ Tell us about a personal experience or challenge and what it 

taught you about yourself.

✓ If you could change something about your school, your 

community, or the world at large, what would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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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 예문 Student Essay/Statement>

✓ Tell us about something you learned on your own.

✓ Tell us about your neighborhood and how it has shaped you.

✓ Describe a moment when you felt challenged, successful, or 

overwhelmed, and how you handled it.

✓ Articulate a goal you have established for yourself and your 

efforts to accomplish it.

✓ Write on a topic or activity about which you are passionate, 

and describe how you have developed knowledge or skills in 

that area.

✓ Describe examples of your leadership experience in which you 

have significantly influenced others, helped resolve disputes, 

or contributed to group efforts over time.

<Graded Writing Sample 양식 예문>

✓ Briefly describe the assignment

✓ Name of the course for which the paper was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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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모 에세이 (Parent Essay or Personal Statement)

부모가 작성하는 에세이로 학교에 따라 필수 또는 옵션으로 요구 된다. 주로

1~2 페이지 정도의 양식 내 질문에 답하면 된다.

<부모 에세이 양식 예문>

✓ Please describe your child’s academic strengths and 

weaknesses.

✓ Please describe your child’s pers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 For boarding applicants: After reading our materials and 

learning about Exeter, how do you think your child will adapt 

to the challenges of living away from home in a dormitory

✓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us to know about your 

child?

✓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most important qualities in a 

school to which you send your child?

✓ Describe your child’s language development.

✓ Is your child bi-lingual?

✓ Describe your child’s personality.

✓ Do you have any areas of concern relative to your child’s 

development?

✓ What discipline methods do you find the most effective?

✓ Describe your child’s sleeping patterns.

✓ Has anyone other than parents had a substantial role in raising 

your child?

✓ What types of activities do you enjoy as a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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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ollowing two questions are optional. They will be helpful 

to us if your child is enrolled.

✓ Describe past or present health issues (including pregnancy, 

birth, prematurity, hospitalization, accidents, traumas, 

allergies, eating issues, etc.).

✓ Was your child adopted? If so, at what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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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표준 시험성적 (Standardized Test Score)

보통 SSAT를 요구하는데, SSAT 대신 ISEE로도 대체된다. 또한 학년에 따라

SSAT 대신 PSAT나 SAT 또는 ACT 점수를 요구 하기도 한다. 

<예시>

✓ 9, 10학년: SSAT, ISEE

✓ 11학년: SSAT, ISEE, PSAT, SAT, ACT

✓ 12학년: PSAT, SAT, ACT

학년이나 학교에 따라 이러한 표준 시험성적 요구 여부가 달라지는데, 9학년

이상의 지원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표준 시험성적 제출을 필수로 요구

한다. 학교 선정 시부터 그 학교가 요구하는 시험유형을 고려한 후, 본인이 응

시할 시험을 정하고 해당 시험 주관기관에 시험 예약을 해야 한다. 지원자가

많이 몰리면 원하는 시기에 계획에 맞추어 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 시험 예약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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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인 영어 성적 (Official English Test Score)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최근 3~4년간 영어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공인

영어성적이 요구된다. 보통 TOEFL 성적을 제출하면 되며, 저학년의 경우

ELTiS 테스트 성적을 인정 하기도 한다. 반드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

교에서 요구하는 공인 영어시험 종류를 확인하고 준비한다.

⑩ 인터뷰 (Interview)

지원할 학교를 선정하기 전이나, 입학 전형 중에 지원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를 둘러 보고 입학 담당관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다.  보통 10월~1월말 사

이 권장하며 전화나 이메일 또는 학교에 따라 온라인 신청서를 사용하여 인터

뷰를 예약한다. 월~금/토요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인터뷰는 캠퍼스 투어 및

인터뷰까지 약 2시간 정도 예상하여 스케줄을 잡는다.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Skype/오프 캠퍼스(지원교 졸업자와의 인터뷰) 인터뷰 등도 가능하다.

모든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예전과 달리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반드

시 Skype나 전화 인터뷰를 요구한다. 명문 보딩일수록 온라인 인터뷰보다 방

문 인터뷰를 훨씬 선호하며, 방문 인터뷰를 통해 지원자가 얼마나 지원교에

관심이 있고, 입학의사가 있는지를 어필할 수 있으므로 입학을 결정하는데 있

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의 영어

실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간이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전화 인터

뷰의 경우 학교와 학생이 가능한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번호로 학교에서 학

생에게 전화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미국 보딩스쿨 인터뷰는 학교에서 학생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질

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업 이외의 취미활동, 방과후 활동, 주말활동, 스

포츠 경력, 보딩스쿨에 입학 후 하고 싶은 스포츠나 악기, 봉사활동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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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사

항을 함께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자세가 중요하며, 자신을 잘

어필하고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관심도를 잘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Campus Visit Interview 요령>

학생 (For Student): 

큰소리로 정확한 자기 의사 표현,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학교에 대한 기본 지

식을 갖춘 후 추가적으로 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 표현, 왜 학교에 입학하

고 싶은지, 입학한다면 어떻게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피

력하는 것이 좋다.

학부모 (For Parents):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 하는지, 기숙사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

지, 학과목이 어려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주말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Dress Code 등을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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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진 (Photograph)-대부분 옵션

보통 입학지원서에 얼굴 사진을 붙이게 되어 있다. 크기는 보통 여권용 사이

즈인 경우가 많고 그 보다 큰 경우도 있다. 학생답고 웃는 얼굴의 정면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지원서 부착 외에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⑫ 추가 서류 (Optional supplementary materials)

지원자가 별도의 특기나 재능이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나 녹음 파일을 제출 할

수 있다. 만약 예술 보딩스쿨(Art Boarding School)로 지원한다면 포트폴

리오 등은 옵션이 아닌 필수 항목이 되며, 각 지원 분야에 따라 포트폴리오와

오디션 요강을 참조하여 준비해야 한다.

<예시>

✓ 포트폴리오: 음악, 공연예술, 스튜디오 아트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

✓ Studio Art: CD-ROM 또는 USB로 우편 발송

✓ Dance & Music: 주어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라이브로 공연을 하거나, 

기존 공연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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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고등학교 졸업 요건

각 고등학교마다 졸업이수 학점이 다르다. 과목(Subject)을 크게 나누면 영

어(English), 수학(Mathematics), 사회(Social Studies), 과학

(Science), 외국어(Foreign Language), 예능(Fine Arts), 체육/보건

(PE/Health), 선택과목(Elective)이 있으며, 고등학교마다 지정하는 과목

별 학점을 따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대학에 진학하려면 각 대학이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명문대의 경우

영어 4학점, 수학 3~4학점, 사회 2~3학점, 과학 2~3학점, 외국어 3~4학점

(같은 언어로) 등을 요구하는 데, 보통 1년 내내 듣는 코스는 1학점이며, 1학

기만 듣는 코스는 0.5학점으로 인정한다. 수업시간에 따라 학점이 다를 수도

있으며, 보통 연간 5~8개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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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졸업 학점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이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각 주 또는 학교마다 평

균 20학점 내외의 졸업학점이 요구된다.

과정별 고등학교 졸업이수 학점의 예 (※ 학교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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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Course)
수강기간 또는 학점

(Number of years or credits)

English(영어) 4

Math(수학) 4

Science(과학) 3 or 4

Lab Science(실험과학) 3

Foreign Language(외국어) 3 or 4

Social Studies(사회) 2

History(역사) 2

Academic Electives(선택과목) 2

총 이수 학점 (TOTAL ACADEMIC CREDITS) 21



2.2. 과목별 난이도

학교의 규모에 따라, 각 과목별 코스(Course) 수에 차이가 난다. 그리고 학

생수가 많으면 코스당 여러 Section으로 반을 나누기도 한다. 코스마다 난이

도도 다르며 ESOL, Regular, Honors, AP/IB 순으로 더 어려워 진다.

과목별 코스 난이도의 예 (※ 학교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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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OL(영어과정)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코스, 일부 명문고는 제공
안함.

Regular(정규) 정규과정; 중간 정도의 난이도

Honors(우등) Regular보다 더 어렵고 진도가 빠른 상위권 학생을 위한 코스

AP (Advanced 
Placement)

미국대학의 1학년 과목 (Introductory course)을 미리 듣는
과정. 

일반과정보다 읽기 과제와 숙제량이 훨씬 더 많고, 내용도 훨씬
심도 있다. 매년 5월 달에 치르는 AP exam에서 좋은 점수를 따
면 대학입학 후 그 코스를 듣지 않아도 되거나, 더 높은 과정으로
건너뛸 수 있다.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전세계 많은 명문대학들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AP는 개별 코스
를 몇 개만 들을 수 있으나, IB는 학위(diploma)를 받기 위해서
대여섯 개의 과목을 골고루 모두 들어야 한다.



2.3. 영역별 수강 과목

영역별 수강 과목 예 (※ 학교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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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glish 9~12, Creative Writing(창작), Journalism(저널리
즘), English Literature(영문학),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영작문)

Mathematics
Geometry(기하학), Algebra I, II(대수학), Pre-calculus(기초
미적분), Calculus(미적분), Trigonometry(삼각함수), 
Statistics (통계)

Social Studies

US History(미국역사), World History(세계사), Asian 
Studies(아시아학), European History(유럽사), 
Economics(경제), Politics & Government(정치행정), 
Human Geography(인문지리), Psychology(심리), Art 
History(미술사)

Science
Physics(물리), Chemistry(화학), Biology(생물), 
Environmental Science(환경과학), Earth Science (지구과학), 
Biochemistry(생화학)

Arts

Choir(합창), Music Theory and Composition(음악이론과 작
곡), Ceramics(도예), Band(기악밴드), Orchestra(오케스트
라), Graphic Design(그래픽 디자인), Drawing(드로잉, 데생), 
Drama(연극), Musical Theater(뮤지컬)

Electives
Domestic Technology(가정/기술), Computer 
Science/Programming(컴퓨터과학/프로그래밍), 
Video/Filming(비디오/영화), Photography(사진) 등등

수학 과목은 학생의 학업능력 즉, Level 에 따라 다른 코스의 수학 과정을 선

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수학과목 코스(Course)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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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난이도 Regular Course Honors Course
Advanced 

Placement Course

6학년 Math 6
Honors Math 6 
(Honors 수학6)

Advance Math 6

7학년 Math 7
Honors Algebra I 
(Honors 대수학 I)

Advance Math 7

8학년 Math 8
Honors Geometry 
(Honors 기하학)

Algebra I (대수학 I)

9학년 Algebra I (대수학 I)
Honors Algebra II 
(Honors 대수학 II)

Geometry (기하학)

10학년 Geometry (기하학)
Honors Pre-
Calculus/Trig. (미
적분, 삼각함수)

Algebra II (대수학 II)

11학년 Algebra II (대수학 II)
AP Calculus (AP 미
적분)

Pre-Calculus/Trig. 
(미적분, 삼각함수)

12학년
Pre-Calculus/Trig.  
(미적분, 삼각함수)

Multi-Variable 
Calculus (다변량 미
적분)

• AP Calculus AB 
(AP 대수학 AB)

• AP Calculus BC 
(AP 대수학 BC)

• AP Statistics (AP 
통계학)



2.4. 미국 교과목별 난이도

미국 교과 과정은 한국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보다 전반적으로 쉬운 편이다. 

2.4.1. 영어

우리 나라의 국어 과목과 단순비교가 안되지만, 우리 나라 국어 교과과정이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문학 코스는 미국작가나 영국작가가 쓴 유

명한 책 몇 권을 위주로 수업을 하지만 한국은 한국고전문학, 한국현대문학, 

세계문학(독일/미국/영국/러시아/중국/일본 작가 등), 비 문학, 시문학 등등

방대한 장르의 셀 수 없는 작품들을 섭렵해야 한다. 

아무리 Shakespeare가 어려워도 영어의 고어는 thy, thou, doth, ‘tis, art 

등 적어도 알고 추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경우 도저히 해독

불가능한 문자들(나랏말싸미…)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 게다가 한자, 사자성

어, 속담, 방언, 맞춤법, 언어 등을 숙지해야 하는 한국학생들과 비교하면, 미

국영어는 vocabulary와 문장 이해실력이 좀 갖춰지면 외국인이라도 열심히

해낼수 있는 과목이다. 

미국의 작문도 우리 나라의 논술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잘 나간다는 우리나

라 대학의 논술시험은 몇 백자 되는 지문(한자, 영어) 대여섯 개, 도표와 그림

까지 준 후 두 세시간만에 몇 천자의 독창적인 논술문을 써야 한다. 하지만 미

국 SAT의 에세이 섹션은 30분을 주고 <거짓말은 정당화되는가>와 같은 간단

한 주제로 몇 백자 쓰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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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수학

보통 학생들이 듣는 수학과정 범위는 우리나라 10-가, 10-나, 수1 (조금의

수2) 정도 되지만, 깊이와 난이도는 중학교 수준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는 수열을 배워도 응용을 해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계차수열, 수열의합, 

여러 가지 수열, 수학적 귀납법, 알고리즘,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를 모두 배

우지만, 보통 미국 수학과정에선 수열의 정의와 몇 개의 공식만 알면 충분하

다. 

게다가 우리나라 수학문제는 예전과정에서 배운 개념들을 3~4개 복합하고

꼬아서 어려운 반면 미국 수학문제는 비교적 풀기가 용이하고 간단하다. 마지

막으로 수학 정말 잘한다는 학생들이 듣는 AP Calculus(AP 미적분)의 경우

에도 우리나라 미분과 적분 범위와 비슷비슷 하며 난이도는 더 쉽다.

2.4.3. 과학

과학의 경우도 수학과 비슷하다. 미국과학은 범위 (breadth)가 넓어도 깊이

(depth)에선 좀 부족하다. 적어도 생물과 지구과학 같은 암기과목은 한국과

비슷할지는 몰라도, 물리와 화학은 깊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Regular 코

스는 용어만 잘 숙지하고 수업만 따라가면 쉽다. 아무리 대학과정인 AP 

Physics, AP Biology, AP Chemistry의 경우도 우리니라 물리1+2, 생물

1+2, 화학1+2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좀더 쉽다. 그 차이가 수학만큼은 아

니지만 과학도 한국학생이 훨씬 더 잘하는 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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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사회

사회과목의 경우도 배우는 양은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

의 2년만에 심화사회 선택과목을 4개 정도 배우지만, 미국은 4년만에 보통

학생들이 두세 개밖에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힘

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지식위주가 아니라 ‘능력 및 스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토론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식을 빨리 많이 습득하진 못해

도, 창의성, 분석력, 논리력, 리더쉽 등 대학에 가서 진정한 인문학/사회과학

에 입문할 때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능력과 스킬을 배양해 준다.

2.4.5. 기타 예체능 과목들

기타 예체능과목들은 숙제나 시험보다는 수업 참여도를 바탕으로 점수를 준

다. 능동적으로 자신 있게 수업에 참여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2.4.6. SAT와 다른 시험들

SAT와 수능을 비교하자면, 수능이 훨씬 어렵다. 원래 SAT는 IQ 시험 같은 것

으로 언어와 수학 문제들이 보통 IQ문제들과 비슷하다 (analogy같은 문제). 

SAT는 원래 70-80년대까지 대학들이 ‘지능’을 평가하는 자료로 이용하였

다. 그래서 이름도 Scholastic Aptitude Test(학업 ‘적성’ 시험)이다. 

하지만, 지금은 IQ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실력’이 아닌 ‘준비와 연

습’을 통해서 점수를 올리자 SAT는 Scholastic Achievement Test(학업

‘성취’시험)로 이름이 바뀌었다. SAT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Critical Reading (독해), Math (수학), Writing (작문/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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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Subject Test는 단순 지식문제와 기본 응용문제가 주를 이루는데 한

특정 과목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물리/생물/화학/문학/미국사/세계사/외국

어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히브리어, 

라틴) 등에서 고를 수 있다. SAT 시험문제를 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4.7. 미국 대학입시의 진실

고교등급제가 있다.

대학들은 내신을 볼 때 절대점수인 GPA를 보기보다는, 학교에서의 석차

(rank)나 등급(percentile)을 본다. 대학들은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를

돌아다녀보고, 그 중에서 정말 우수하다 싶은 명문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보통 이런 학교들은 모두 일년 학비가 수천만원

인 명문사립고들이라 불평등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소수민족을 우대한다. (Affirmative Action)

미국은 다문화, 다민족국가로 입시 때 몇몇 소수민족을 우대해 준다. 이 소수

민족은 주로 Native Indian (인디언), African-American (흑인)과

Hispanic (히스패닉)을 포함하는데, 우대하는 이유는 그런 민족들이 미국사

회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학

생들이 교육열이 높은 아시안이나,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은 백인 집에서 태어

났다면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소수민

족 학생을 많이 입학시키면, 정부에서 보조금도 지급받는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 우대한다.

위와 비슷한 이유이다. 미국대학들은 입학지원시 부모님 직업과 교육수준, 연

봉을 묻는데, 부모님이 의사고, 대학원을 졸업했고, 소득이 높으면 대학의 학

생성적에 대한 기대수준이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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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자율권이 있다. 

모든 미국대학 (심지어 공립대학들도)들은 학생들을 뽑을 때 절대적인 자율

권을 가진다. 한국대학처럼 내신 30%, 수능 30%, 서류 10%, 논술 20% 같

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종합적으로 모든 부분을 따져서 자기 학생을 선발

한다.

내신 비율이 높다.

내신은 SAT와 더불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하다. 내신의 신뢰도는 그 학생의

객관적인 SAT 점수를 보고 결정한다.  SAT가 안 좋고 내신이 좋아도 대학에

들어갈 수 없지만, SAT가 좋고 내신이 안 좋아도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이 다가 아니다.

미국대학은 SAT 점수만 보지 않는다. 하버드는 SAT 만점 받은 학생의 25%

에 대해 입학을 거절한다.

여러 가지 전형이 없다.

미국은 전형 별로 입시기준이 다른 ‘전략적’인 입시제도가 없다. 수시와 정시

가 있지만 차이는 오로지 지원시기다. 국내와 같은 ‘농어촌지역균형전형’, ‘예

체능특기자전형’, ‘재외국민특례전형’, ‘외국어특기자전형’, ‘봉사전형’, ‘학

교성적우수자전형’ 등이 없다. 그대신 이런 전형의 기준들을 모두 고려해서

학생을 한번에 뽑는다. 학생의 한면만 보기보단 전체적인 면들을 보고 종합적

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기여 입학제가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은 기여입학을 허용한다. 이렇게 입학하

는 학생은 별로 없지만, 그 학생들이 기부하는 돈은 각각 수십억 ~ 수백억 정

도로 이 돈은 다른 학생들 장학금이나 대학시설에 사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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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본고사가 없다. 

Personal Interview를 제외한다면 대학별로 따로 치르는 시험은 없다. 인터

뷰에선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격 등 좀 더 개인적인 자질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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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중고 유학에 관심이 있으세요?

유학네트 맞춤유학설계를 이용하시면 최고의 에듀플래너들이 나의 상황과
자녀의 상황에 딱 맞는 초중고유학 플랜을 조사해서 보내드립니다.

http://doc.eduhouse.net/books/fsp/survey/index.html


IV. 미국 초중고 학교별 소개

1. 명문 사립 보딩스쿨 (Top Private Boarding 

Schools)

미국 톱 명문 보딩스쿨은 뉴욕과 워싱턴 D.C. 등의 큰 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은 마을에 있으며, 보통 대학 캠퍼스만큼 넓고, 빌딩 수가

50개가 넘는 곳이 보통이다. 더불어 대학 시설 못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도서

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경마장, 육상경기장, 골프장, 테니

스 코트, 아트 스튜디오, 음악실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

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는 뛰어난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는 것! 즉, 

미국 명문대학 지름길은 미국 명문 보딩스쿨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고의 명문 보딩스쿨로 인정받는 Philips Exeter를 20등 안으로 졸업하고, 

과외 활동 등도 화려하다면 비교적 쉽게 Princeton 이나 Harvard 같은 상위

권 대학 학부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톱 명문 보딩스쿨들은 아이비

리그 대학만큼 입학이 매우 힘들다. 학교 내신성적뿐만 아니라 SSAT

(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 사립고등학교 입학시험)점수, 유학

생의 경우 TOEFL 점수가 톱 수준이어야 하고, 인터뷰 또한 입학에 매우 중요

한 영향을 미치며, 특수 재능이 있어야 들어갈 확률이 높다.

미국 상위권 대학에서는 원하는 학생들을 미리 발굴해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

에 이러한 톱 보딩스쿨들은 상위권 대학과 비슷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다. 또한 전통을 매우 중시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중 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기에 유리하다. 즉, 미국 명문가의 산실이 곧 명문

보딩스쿨이라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당연히 가족 중에 이런 명문 보딩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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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닌 사람이 거의 없는 한국 학생을 그 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보면 되

는데 결국 입학지원 시 요구되는 모든 요소(SSAT 점수, TOEFL점수, 학교

내신성적, 특수재능, 에세이, 추천서, 인터뷰 등)가 뛰어나야 입학허가를 받

을 승산이 있다. 또한 이런 톱 명문 보딩스쿨에 지원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수

가 해마다 늘고 있어 한국 학생들끼리의 경쟁률이 무척 높다.

명문 보딩스쿨은 학과뿐만 아니라 인격형성, 문화교육 등 미국의 상류사회에

서 필요한 자질들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를 떠난 독립된 상태

에서 교육시키는 곳이다. 만약 학생들이 그러한 생활을 견딜 수만 있다면 미

국 상류생활의 풍습과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긴 하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문 보딩스쿨만을 고집하고 성급하게 결정

하고 준비 없이 보낸다는 것은 유학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미국 명

문 보딩스쿨을 선택하기 이전에 1, 2년전부터 미리 계획을 짜서 어떻게 들어

갈 것인지, 영어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그리고 미국 학생들조차 학업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와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명문 보딩스쿨의 강도 높은 학업 분위

기, 낯선 미국 상류문화를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해당 자녀가 미국 명문 보딩스쿨에서의 유

학생활에 잘 적응할 있는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유학의 성패를 가늠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 100 에이커 = 약 12.5만평

• 100 스퀘어풋 = 약 2.8평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ESA (Eight School Association): 

미국 내 아이비 리그 형태의 명문 사립학교 그룹으로 아래의 학교들이 멤버들

이다.

• Choate Rosemary Hall

• Deerfield Academy

• The Hotchkiss School

• The Lawrenceville School

• Northfield Mount Hermon School

• Phillips Academy Andover

• Phillips Exeter Academy

• St. Paul's School

TSAO (Ten Schools Admissions Organizations):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그룹으로 아래의 학교들이 회원교들이다.

• Choate Rosemary Hall, 

• Deerfield Academy, 

• The Hill School, 

• The Hotchkiss School, 

• The Lawrenceville School, 

• The Loomis Chaffee School, 

• Phillips Academy, 

• Phillips Exeter Academy, 

• St. Paul’s School, 

• The Taft School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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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 Phillips Exeter Academy

설립년도 1781년

위치 뉴햄프셔주 엑서터(Exeter, NH)

웹사이트 www.exeter.edu

전체 학생수 1,06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exete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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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B: 551, G: 503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617 에이커(76만평), 132개 건물

유색인종/유학생 32% / 12%

기숙학생 80%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직원수 210명(80%+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5

학비(Boarding)
https://www.exeter.edu/admissions-and-financial-
aid/tuition-financial-aid

학비(Day)
https://www.exeter.edu/admissions-and-financial-
aid/tuition-financial-aid

평균 SAT 성적 2,107 (CR: 696/M: 712/W: 699)

평균 ACT 성적 29

토요일 수업 있음 (한달 1회 미만)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25개

학교대항 스포츠 21개

특별활동 조직 160개

한국 학생수 약 20명

[기본정보]

https://www.exeter.edu/admissions-and-financial-aid/tuition-financial-aid
https://www.exeter.edu/admissions-and-financial-aid/tuition-financia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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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미국의 부유한 상인이었고, 본교의 후원자였던 존 필립스(John Philips)에
의해 1781년 설립 되었다. 엑서터(Exeter) 또는 PEA라 불린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 중 하나이며 고등학교의 ‘하버드’라 불릴 정도로
교육환경, 교직원, 학생 수준이 매우 뛰어난 미국 최고의 명문 보딩스쿨로
항상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는 학교이다. 

1930년대 Harkness Table로 불리는 토론식 수업을 가장 먼저 실시한
학교이며, 그날의 수업 내용을 미리 선생님으로부터 전달 받아 예습하고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12명의 학생들이 타원형의 테이블에 둘러앉아 토론을
한다. 교사는 토론 내용을 지켜본 후 토론이 마무리 되면 강의를 시작하게
되며, 이러한 독특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미술, 음악 스튜디오, 운동시설 등은 여느 대학들보다 뛰어난 시설을
자랑하며, 워싱턴에서의 인턴 및 해외에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또한 엑시터는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년 40%가 넘는 학생들이 미국의 아이비리그 및 명문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어 엑시터로이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그룹인 Ten Schools Admissions Organizations(TSAO)의 멤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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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남동부의 도시인 엑시터(Exeter)는 인구가 약 1만
2천명이며, 포츠머스 남서쪽에 위치한다.

보스턴 Logan 공항에서 약 1시간 거리이다.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의
시설은 미국의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학들을 능가한다. 29개의
기숙사홀, 2개의 식당, 10개의 국제 사이즈 스쿼시 코트, 2개의 수영장, 
보트창고, 19개의 테니스 코트, 사이언스 센터, 천문대, 음악건물, 2개의
하키링크, Phelps Academy Center,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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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모집

매년 약 350명

입학률

19%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9% 
(평균 SSAT 94% 이상, TOEFL IBT 115점 이상, 평균 GPA 3.9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 4월 10일: 등록예치금(Enrollment deposit) 납부 마감

제출서류와 점수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Applicant Information Form-가급적 빨리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특별활동 선생님

학생 에세이
Student Essay-typed, 각 질문에 대한 답은 200~400자 사이로 작성.
✓ 9, 10학년: 총 4개 질문 중 2개 작성
✓ 11, 12학년: 총 3개 질문 중 2개 작성

부모님 에세이
Parent Statement-필수 아님, 4개의 질문으로 구성.

School Report 
재학중인 학교 선생님이나 교직원이 작성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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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Test 성적 (택 1)
9, 10학년: SSAT, ISEE
11학년: SSAT, ISEE, PAST, SAT I, ACT
12학년: PSAT, SAT I, ACT

TOEFL 성적
비영어권 출신으로 최근 4년간 영어로 교육받지 않은 경우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On/Off 캠퍼스 인터뷰가능. 
1월 15일전까지 인터뷰 일정 잡아야 하며, 1월 31일까지 인터뷰 완료해야 3월 10일에
입학여부 알 수 있음.

기타 추가서류
음악전공자 및 음악관련 추가 정보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Applicant Music 
Supplement 양식 제출 가능(필요 시, 양식 안에 video link 가능 함.)

<주의사항>
✓ 에세이 작성 시, 각 답변을 별도의 용지에 기재하고, 모든 페이지에 이름을 기재.
✓ 기타 자격증이나 상장 등은 제출 하지 말 것. AIF 양식에 해당 내용 기입
✓ 인터뷰는 가급적 빨리 예약, 오프 캠퍼스 인터뷰는 전년도 10월부터, 인터뷰 전에

AIF 양식을 제출함.
✓ 온캠퍼스 인터뷰는 학교 투어(45분)+인터뷰(45분)를 함께 하거나, 인터뷰만 예약

할 수도 있음. 
✓ 인터뷰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수업/과목과 그 이유, 취미, 특별활동, 학교에서 좋아

하는 것과 이유.
✓ 현재 영어를 수강하지 않는 경우, 현재 역사/인류학 선생님+작년 영어 선생님 추천

서 요구
✓ 현재 수학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현재 과학 선생님+작년 수학선생님 추천서 요구
✓ TSAO 회원교의 영어 및 수학 선생님 추천서와 School report 양식 인정 함.
✓ 마감일 이후 지원시, 정원미달인 경우 심사 가능, 이 경우 인터뷰는 4월 15일 이후에

이루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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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온라인 입학지원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schools/phillips-exeter-
academy

주요 진학대학 (최근 3년간)

하버드(42), 프린스턴(33), 예일(33), 코넬(27), 다트머스(27), 컬럼비아(24), 
UPENN(23), MIT(23), 카네기 멜론(22), 스탠퍼드(20), 브라운(20) 등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schools/phillips-exeter-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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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폴즈 스쿨 St. Paul’s School

설립년도 1856년

위치 뉴햄프셔주 콩코드 (Concord, NH)

웹사이트 www.sps.edu

전체 학생수 531명

운영형태 Boarding

학년 9~12학년

http://www.sp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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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B: 268, G: 263

종교 성공회(Episcopal)

캠퍼스 사이즈 2,000 에이커

유색인종/유학생 36% / 17%

기숙학생 100%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직원수 108명(71%+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5

학비(Boarding) https://www.sps.edu/admission/affording

평균 SAT 성적 2,025 (CR: 670, M: 686, W: 669)

토요일 수업 있음 (매주)

Dress Code 없음

ESL 제공 있음

AP 과목 19개

학교대항 스포츠 19개

특별활동 조직 54개

한국 학생수 15명

[기본정보]

https://www.sps.edu/admission/aff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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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하버드 졸업생이자 보스턴 상류계급 이자 의사였던 George Cheyne 
Shattuck에 의해 1856년 설립된 세인트 폴즈 스쿨은 뉴햄프셔주 콩코드에
위치한 명문 기숙학교로 현재 미국에 남아있는 여섯 개의 100% 보딩스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학생 및 교직원이 모두 캠퍼스에 거주한다. 처음에는
남학교였으나 1971년부터 여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세인트 폴즈 스쿨은 세 명의 미국 대통령 출마자, 여섯 명의 국회의원, 
13명의 미국 대사, 10명의 미국 행정부 대표, 뉴햄프셔주 주지사, 노벨상
수상자, 세 명의 퓰리처상 수상자, 뉴욕시장,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 
다양한 서적/신문/잡지사 편집장,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 중 다수의
CEO, 프로 하키 선수, 다수의 성직자들을 배출해 냈으며, ESA (Eight 
School Association) 및 Independent School League의 멤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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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 주의 주도인 콩코드(Concord)는 행정/경제의
중심지이며 공업도시이다. 콩코드에 위치한 세인트 폴즈 스쿨은 보스턴에서
110 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00 에이커 (약 250만평) 크기의 대규모
캠퍼스를 자랑한다. 

18개의 기숙사, 오스트롬 도서관(Ohrstrom Library), 하게이트 아트
센터(Hargate Art Center), 오츠 공연예술 센터(Oates Performing 
Arts Center), 홀리 천문학 센터(Hawley Astronomy Center), 세인트
피터&세인트 폴 교회(Chapel of St. Peter and St. Paul), 린지
수학&과학 센터(Lindsay Center for Mathematics and Science)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스포츠 시설로는 95,000 스퀘어풋(약
2,700평)의 체육센터(Athletic & Fitness Center), 8레인의 실내 수영장, 
2개의 등반벽, 2개의 하키 링크, 스쿼시 및 테니스 코트, 2,000 미터 보트
경주장, 9개의 육상 경기장 및 인조 잔디 경기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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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모집

약 150명

입학률

12%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7%
(평균 SSAT 89% 이상, TOEFL 115점 이상, 평균 GPA 3.85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온라인 지원서 작성 전에 Online Inquiry Form을 제출

입학신청비
$125

온라인 지원서
Candidate Profile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Personal 추천서: 교내/외에서 지원자를 잘 아는 성인
④ Special Interest 추천서: 선택, 지원자의 재능 및 실력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코치

나 강사가 작성, Personal 추천서 대신 제출 가능
⑤ School Report 추천서: 현재 담임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작성하며 최근 3년

성적표와 함께 제출

학생 에세이
Student Personal Statement-자필 또는 typed
총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어진 칸 안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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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에세이
Parent Personal Statement-자필 또는 typed
총 2개 질문에 대한 답 작성
친인척 중 St. Paul’s에 재학했던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기입

School Report 
추천서 5번 항목에 해당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초등학교 6학년 ~ 현재까지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 SSAT, ISEE
✓ 11학년: SSAT, SAT, PSA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뷰 스케쥴 예약. 
지원서 제출 전이라도 Online Inquiry Form 제출하면 인터뷰 가능함. 

기타 추가서류
✓ 운동: 최근 경기 기록
✓ 고전발레무용 전공: 학교 방문 가능한 경우 placement class 수강 일정 요청 또는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무용 작품 샘플 기록
✓ 음악전공: 음악작품 1~2개 담겨 있는 Mac 호환 CD 또는 DVD 제출, 각 작품당

6~10분 분량

<주의사항>
✓ 1년만 재학하고자 지원하는 학생은 입학을 허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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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Gateway to Prep Schools의 멤버 학교로 해당 웹사이트로 링크되어 있는 온라인 지
원서 사용.
온라인 지원
https://gateway.applywithus.com/apply/to/st-pauls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조지타운(28), 브라운(23), 콜럼비아(21), 다트머스(19), 하버드(18), 미시간(16), 
스탠포드(15), 윌리엄스 컬리지(13), 코넬/터프츠/UC 버클리/워싱턴-세인트루이스
(11)

https://gateway.applywithus.com/apply/to/st-pa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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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필드 아카데미 Deerfield Academy

설립년도 1797년

위치 메사츄세츠주 디어필드 (Deerfield, MA)

웹사이트 www.deerfield.edu

전체 학생수 636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deerfiel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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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B: 52% G: 48%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330 에이커 (약 40만평), 90개 건물

유색인종/유학생 31% / 16%(104명)

기숙학생 88%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직원수 120명(89%+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5

학비(Boarding) https://deerfield.edu/apply/tuitionfinancial-aid/

학비(Day) https://deerfield.edu/apply/tuitionfinancial-aid/

평균 SAT 성적 2,000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27개

학교대항 스포츠 22개

특별활동 조직 72개

한국 학생수 17명

https://deerfield.edu/apply/tuitionfinancial-aid/
https://deerfield.edu/apply/tuitionfinancia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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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디어필드 아카데미는 메사츄세츠주 주지사인 Samuel Adams의 인가를
받아 1797년에 설립 되었다. 학교의 교육 목적은 사회적, 육체적, 지적, 
예술적, 도덕적 자질을 향상시켜 책임감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 시키는데 있다. 

주 20~25시간 소요 분량의 숙제를 내주며, 주 5일 수업을 기본으로 한다.  
학생들은 매주 7식의 패밀리 스타일 식사(family style sit down meals)에
참여해야 하는데, 테이블 당 1명의 교직원과 9명의 학생이 앉도록 배정되며, 
3주마다 새로운 테이블로 배정 된다. 이러한 식사 방식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매 학기마다 학교대항 스포츠, 댄스, 지역사회 활동, 연기, 레저스포츠 등을
포함한 과외활동(co-curricular activity)에 참가해야 하며, 지역
봉사활동으로 디어필드 초등학교 학생들의 멘토 활동, 양로원 방문, 푸드뱅크, 
단기체류자를 위한 주거지에서 돌봄 활동 등에 참가한다. 11학년 학생들은
1년간 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학업할 수 있는 Study Abroad 
Program(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12학년 학생들은 학교
지원 하에 인턴쉽 경험을 할 수 있다.  디어필드 아카데미는 ESA와 TASO의
멤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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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캠퍼스 소개]

디어필드(Deerfield)는 미국 북동부 메사츄세츠주 프랭클린 카운티에 있는
도시로 스프링필드 북쪽으로 약 50Km 거리에 있다. . 

디어필드 아카데미는 16개의 기숙사, 90 에이커 (약 11만평) 크기의 운동장, 
21개의 테니스 코트, 하키 링크, 2개의 농구코트가 포함된 체육관, 10개의
국제 스쿼시 코트가 있는 듀이 스쿼시 센터(Dewey Squash Center), 
피트니스 센터, 8레인 및 25야드의 수영장, 8레인 육상 트랙, 2개의
인조잔디구장, 코네티컷강에 위치한 보트 하우스 등의 부속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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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모집

약 310여명

입학률

15%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10%
(평균 SSAT 87% 이상, TOEFL 105점 이상, 평균 GPA 3.8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 4월 10일: 등록여부 결정 후 학교측에 통보

제출서류와 점수

Request for Information Form
지원 전에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 입학요강을 포함한 학교 정보를 받을 수 있음.

입학신청비
$125

온라인 지원서
Candidate Profile 제출
단문 형식의 에세이를 포함(Short Answers and Essays)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그 외 선생님 추천서: 영어/수학 선생님을 제외한 현재 담당 과목 교사
④ School Report 추천서: 현재 담임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작성

학생 에세이
Graded Essay - 현재 수업 중인 클래스에서 제출, 담당 선생님에게 채점을 받은
writing sample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Graded Writing Sample 양식을 첨부하
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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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Report 
추천서 4번 항목에 해당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초등학교 6학년 ~ 현재까지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 9, 10학년: SSAT, ISEE
✓ 11학년: SSAT, ISEE, PSAT
✓ 12학년: PSAT, SAT, AC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지난 3년간 영어로 수업 받지 않은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Request for Information 양식 제출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방문 인터뷰 예약. 
9월 학기 지원자는 1월 19일까지 인터뷰를 완료해야 함. 
방문 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측과 상의하여 스카이프/전화인터뷰/지원자 거주지
에 있는 학교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으로 대체 가능

<주의사항>
✓ 선생님 추천서는 선생님이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한 서류 제

출이 가능하며, 전년도 11월말경부터 준비할 것을 권한다.
✓ 1월 15일 이후 지원하게 되는 경우, 4월 10일 이후까지 정원이 차지 않은 경우에만

심사가 가능하며 인터뷰는 4월 14일 이후에 진행된다.

지원방법

* Gateway to Prep Schools의 멤버 학교로 해당 웹사이트로 링크되어 있는 온라인
지원서 사용.
온라인 지원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
및 이메일/우편 지원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예일, 조지타운, 다트머스, 버지니아, 하버드 등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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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아카데미 Phillips Academy

설립년도 1778년

위치 메사츄세츠주 앤도버 (Andover, MA)

웹사이트 www.andover.edu

전체 학생수 1,138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andove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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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B: 575, G: 563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500 에이커 (약 60만평)

유색인종/유학생 42.2% / 9%

기숙학생 74% (B: 851명, D: 287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13명

교직원수 212명(78%+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5

학비(Boarding)
https://www.andover.edu/admission/tuition-and-
financial-aid

학비(Day)
https://www.andover.edu/admission/tuition-and-
financial-aid

평균 SAT 성적 2,061 (CR: 683/ M: 696/ W: 682)

평균 ACT 성적 30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25개

학교대항 스포츠 23개

특별활동 조직 75개

한국 학생수 20명

https://www.andover.edu/admission/tuition-and-financial-aid
https://www.andover.edu/admission/tuition-and-financia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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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필립스 아카데미는 미국의 독립전쟁 기간 중인 1778년 사무엘 필립스
주니어에 의해 설립되었다. ‘Andover’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학교 중 하나이자, 대표적인 명문 사립 보딩스쿨
이다. 1973년에 Abbot Academy와 합쳐지면서 남녀공학이 되었고
뉴잉글랜드 지역 최초로 여학생을 받은 학교가 되었다. 

1년 3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300여개가 넘는 과정을 제공한다. 여름 학기
또한 60여개가 넘는 Day 및 Boarding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55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수백 명의 과학자, 교육자, 성직자, 운동가, 예술가, 
사업가, 정치가, 대통령 등 명망 있는 유명인사들을 배출했으며,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 부자 또한 이 학교 출신이다.  TSAO 회원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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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캠퍼스 소개]

앤도버(Andover)는 미국 메사츄세츠주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모직물, 
비누, 고무 제품의 제조가 주요 산업이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보스턴에서 약
30Km 거리에 500 에이커 (약 60만평)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 아카데믹 스킬 센터, 갤러리, 아트센터, 사이언스센터, 극장, 라디오
스테이션, 피바디 고고학 박물관(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미국 원주민 예술 및 공예품 센터뿐만 아니라 2개의 하키링크, 수영장, 
다이빙풀, 8개의 스쿼시장, 2개의 농구장, 2개의 댄스스튜디오, 피트니스
센터 및 레슬링룸, 18개의 운동장, 18개의 테니스장, 보트하우스 등 다수의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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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모집

432명

입학률

14%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7% 
(평균 SSAT 93% 이상, TOEFL IBT 100~120점 이상, 평균 GPA 3.9 / A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전년도 9월~2월 1일: 2월 1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와 점수

Request Information Form
입학관련 정보나 기타 정보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정식 입학지원 전에 양식을 제출

입학신청비
$70

온라인 지원서
Candidate Profile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개인 추천서 Personal Recommendation

학생 에세이
① 단답 & 에세이 Short answers and essay
② 최근 작성한 Writing Sample: 현재 수업 중인 클래스에서 제출하여 담당 선생님

에게 채점을 받은 writing sample을 제출.

부모님 에세이
Parent Statement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School Report 
재학중인 학교 선생님이나 교직원이 작성하고 서명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초등학교 6학년 ~ 현재까지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 9, 10학년: SSAT, ISEE
✓ 11학년: SSAT, ISEE, PAST
✓ 12학년: PSAT, SAT, AC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On/Off 캠퍼스 인터뷰 가능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 가능
방문 인터뷰는 1월 25일까지, 오프 캠퍼스 인터뷰를 하는 경우 2월 1일까지 인터뷰 완
료

지원방법

Gateway to Prep Schools의 멤버 학교로 해당 웹사이트로 링크되어 있는 온라인 지
원서 사용.
온라인 지원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schools/phillips-academy-
andover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보스턴 컬리지(16) 브라운(22), 카네기 멜론(12), 시카고(28), 콜게이트(12), 콜럼
비아(36), 코넬(22), 다트머스(15), 듀크(12), 조지타운(34), 하버드(37), 메사츄세
츠주립-암허스트(18), 미시간(12), NYU(24), 노스웨스턴(12), UPENN(39), 프린
스턴(15), 스탠포드(22), 터프츠(21), UC 버클리(13), 워싱턴-세인트 루이스(21), 
웨슬리언(21), 윌리엄스(13), 예일(39)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schools/phillips-academy-andover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루미스 채피 스쿨 The Loomis Chaffee School

설립년도 1874년

위치 코네티컷주 윈저 (Windsor, CT)

웹사이트 www.loomischaffee.org

전체 학생수 67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loomischaffee.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300 에이커 (약 37만평)

유색인종/유학생 26% / 15%

기숙학생 65% (440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직원수 175명(65%+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4~6

학비(Boarding) https://www.loomischaffee.org/admission/tuition

학비(Day) https://www.loomischaffee.org/admission/tuition

평균 SAT 성적 1,800~2,200 (CR: 590~720, M: 610~740, W: 600~740)

토요일 수업 격주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17개

학교대항 스포츠 55개

특별활동 조직 30개+

한국 학생수 16명

https://www.loomischaffee.org/admission/tuition
https://www.loomischaffee.org/admission/tuition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루미스 채피 스쿨은 1874년 자식을 잃은 다섯 명의 루미스 형제자매들에
의해 다른 이들의 자녀들을 위한 선물로서 설립된 학교이다. 

미국 내 명문 보딩스쿨 중 하나로, AP 과정을 포함하여 180여 개의 과정을
제공하며, 해마다 해외 학교들과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운영 된다. 다양한
방과 후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은 본교의 자랑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으로 성장하여 최상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TASO 멤버 학교 이기도 하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코네티컷주의 윈저(Windsor)는 유서 깊고 전통적인 뉴잉글랜드 지역의
면모를 보여주는 곳으로 보스턴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다. 

루미스 채피는 약 300에이커에 달하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12개의
기숙사 및 최신의 예술 시설들, 도서관, 음악 감상실, 각종 실험실, 전망대, 
컴퓨터실, 음악실, 시청각실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27%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15%
(평균 SSAT 79% 이상, TOEFL 105점 이상, 평균 GPA 3.7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 4월 10일: 등록여부 결정 후 학교측에 통보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입학지원 전, 기본적인 정보 제출 및 어드미션 포탈 계정 생성

입학신청비
$160

온라인 지원서
세가지 온라인 지원 방법 중 택 1(아래 지원 방법 참조)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School Report 추천서: 현재 담임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작성
④ 개인 추천서 Personal Recommendation - 옵션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Statement –옵션

School Report 
추천서 3번 항목에 해당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Test 성적 (택 1)
✓ 9, 10학년: SSAT, ISEE
✓ 11학년: SSAT, ISEE, PSAT, SAT, ACT
✓ 12학년: PSAT, SAT, AC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 9월~1월말 사이 권장하며 전화로 인터뷰 예약
✓ 월요일~토요일까지 가능하며, 방문 인터뷰는 약 2시간 소요예상
✓ 방문이 불가한 경우, 전화/스카이프/오프 캠퍼스 인터뷰 가능.

기타 추가서류
포트폴리오: 음악, 공연예술, 스튜디오 아트 포트폴리오 제출 가능(1월 1일까지 학교에
도착하도록 발송)
✓ Studio Art: CD-ROM 또는 USB로 우편 발송
✓ Dance & Music: LikeLive 통해 업로드하되, 라이브로 공연을 하거나, 기존 공연

작품을 디지털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음.

지원방법

루미스 채피 자체 온라인 지원서 사용
https://loomis.askadmissions.net/Vip/Default.aspx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브라운, 카네기 멜론, 콜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듀크, 조지 워싱
턴, 조지타운, 하버드, 존스 홉킨스, MIT, 맥길(캐나다), NYU, 노스이스턴, 노스웨스턴, 
노틀담, 옥스포드(영국), 프린스턴, 라이스, 스탠포드, 터프츠,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세인트 앤드류스(스코틀랜드), UPENN, USC, 버지니아, 예일 등

https://loomis.askadmissions.net/Vip/Default.aspx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하치키스 스쿨 The Hotchkiss School

설립년도 1891년

위치 코네티컷주 레이크빌 (Lakeville, CT)

웹사이트 www.hotchkiss.org

전체 학생수 60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hotchkiss.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B:50% G: 50%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827 에이커

유색인종/유학생 30% / 17%

기숙학생 93%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직원수 152명(71%+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5

학비(Boarding)
https://www.hotchkiss.org/admission/tuition-
financial-aid

학비(Day)
https://www.hotchkiss.org/admission/tuition-
financial-aid

평균 SAT 성적 1,985

평균 ACT 성적 29

토요일 수업 격주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21개

학교대항 스포츠 19개

특별활동 조직 65개

한국 학생수 15명

https://www.hotchkiss.org/admission/tuition-financial-aid
https://www.hotchkiss.org/admission/tuition-financial-aid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하치키스 스쿨은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위치한 명문 사립 보딩스쿨로, 
예일대학교 총장의 지도아래 젊은 학생들의 예일 대학교 진학을 위해
1891년에 설립되었다. 

수학과 과학 성취도가 매우 높으며, 미국 내 예일 대학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최고의 커리큘럼과 시설을 자랑하는 학교로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학교이기도 하다. 뉴욕, 메인주, 록키 산맥,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및 스페인으로의 Off 캠퍼스 학기 과정도 제공하며, ESA, 
TASO의 멤버학교 이기도 하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코네티컷주의 레이크빌은 뉴욕시에서 2시간, 보스턴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학교 주변에는 언덕과 수림이 두 개의 호수 경계를 이루고 있다. 12개의
기숙사, 2개의 호수, 4개의 망원경, 12개 Steinway 피아노, 2개의 하키
링크, 나인홀 골프코스, 축구/라크로스/야구/풋볼/필드하키 경기장, 
보트하우스, 하이킹 트레일, 등반벽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21%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12%
(평균 SSAT 85% 이상, TOEFL 100점 이상, 평균 GPA 3.8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입학지원 전, 기본적인 정보 제출

입학신청비
$70

온라인 지원서
Candidate Profile 온라인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School Report 추천서: 현재 담임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이 작성
④ 개인 추천서 Personal Recommendation
⑤ Special Interest Recommendation - 옵션, 3번 추천서 대신 제출 가능

학생 에세이
① 단답 & 에세이 Short answers and essay
② Graded Writing Sample: 현재 수업 중인 클래스에서 제출하여 담당 선생님에게

채점을 받은 writing sample을 제출 - 옵션/11, 12학년 및 PG 해당

부모님 에세이
Parent Statement 

School Report 
추천서 3번 항목에 해당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SSAT, ISEE, SAT, AC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영어로 최소 3년이상 수업 받지 않은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전화로 인터뷰 예약 (인터뷰 기간: 1월 중순)
방문 또는 스카이프 인터뷰 가능

기타 추가서류
미술 및 음악 특기자는 아트 포트폴리오(미술) 및 음악 녹음 파일을 슬라이드룸
(https://hotchkiss.slideroom.com/#/Login)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체육 특기
자는 비디오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 한다.
admissionmaterials@hotchkiss.org

지원방법

Gateway to Prep Schools 사이트 지원서 사용
https://gateway.applywithus.com/apply/to/hotchkiss
TABS 및 SSATB 온라인 지원서는 받지 않는다.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조지타운, 프린스턴, 예일, 유펜, 컬럼비아, 브라운, 윌리엄스, 다트머스, 하버드

https://hotchkiss.slideroom.com/#/Login
mailto:admissionmaterials@hotchkiss.org
https://gateway.applywithus.com/apply/to/hotchkiss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초트 로즈메리 홀 Choate Rosemary Hall

설립년도 1890년

위치 코네티컷주 월링포드 (Wallingford, CT)

웹사이트 www.choate.edu

전체 학생수 86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choate.edu/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458 에이커(약 56만평), 121개 건물

유색인종/유학생 33% / 15%

기숙학생 650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직원수 120명(66%+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6

학비(Boarding)
https://www.choate.edu/admission/tuition-and-
financial-aid

학비(Day)
https://www.choate.edu/admission/tuition-and-
financial-aid

평균 SAT 성적 2,025

평균 ACT 성적 29

토요일 수업 월 1회 미만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27개

학교대항 스포츠 20개

특별활동 조직 111개

한국 학생수 30명

https://www.choate.edu/admission/tuition-and-financial-aid
https://www.choate.edu/admission/tuition-and-financial-aid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초트 로즈메리 홀은 1890년 Mary Atwater Choate에 설립된 여학교인
로즈메리 홀과 Mary의 남편인 Judge William G. Choate가 1896년에
설립한 남학교인 초트 스쿨이 1974년에 합병된 학교로 전통과 역사를 지닌
미국 명문 보딩스쿨이다.  

최신식 학교시설과 아름다운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John F. Kennedy와 7막 7장의 저자인 전 국회의원 홍정욱의
모교로도 잘 알려져 있다. AP 과목을 포함하여 300개가 넘는 과정을
제공하며, AP과목에서 4 또는 5점 취득율은 81%이다. 예일 대학이 위치한
New Haven에서 북쪽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 ESA와
TSAO 회원교이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초트 로즈메리 홀이 위치한 월링포드는 미국 코네티컷주의 도시이다. 인구는
약 44,000여명, 맨하탄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다. 

초트 로즈메리 홀의 부속시설로는 기숙사, 도서관, 사이언스 센터, 농구장, 
국제 스쿼시 코트, 레슬링룸, 테니스 및 배구장, 실내트랙 등을 포함한
체육센터(Worthington Johnson Athletic Center (WJAC)), 라크로스, 
필드하키, 축구 및 미식축구를 할 수 있는 멀티운동장(Shanahan Field), 
22개의 테니스코트 및 클럽하우스(Hunt Tennis Center), 태양열 히팅 및
전자 타이밍 시스템을 갖춘 25미터 길이, 8레인으로 구성된 수영장(Larry 
Hart Pool), 최신식의 락커 및 팀룸을 갖춘 하키링크(William C.S. 
Remsen Arena and Hockey Rink), 새로운 8개 레인의 인공 육상 트랙 및
인조 잔디 구장(Bruce '45 and Lueza Gelb Track)등 이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23%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5%
(평균 SSAT 85% 이상, TOEFL 114점 이상, 평균 GPA 3.8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10일: 1월 10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 4월 10일: 등록여부 결정 후 학교측에 통보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입학지원 전, 기본적인 정보 제출

입학신청비
$125

온라인 지원서
학교 온라인 지원서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Supplementary Recommendation - 옵션

학생 에세이
① Personal Statement
② Graded Essay: 현재 수업 중인 클래스에서 제출하여 담당 선생님에게 채점을 받

은 writing sample을 제출 - 영어 또는 역사 에세이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Statement 

School Report 
현재 담당 교사 또는 교장이 작성하여 성적표와 함께 제출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 9, 10학년: SSAT, ISEE
✓ 11학년: ACT, SAT, SSAT, PSAT
✓ 12학년: SAT, AC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Pre-Interview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어드미션 사무실로 전화하여 인터뷰를 예
약한다.

지원방법

학교 온라인 지원서 사용-GoChoate
https://www.choate.edu/admission/admission-process#fs-panel-1137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조지타운, NYU, 예일, 보스턴, 콜럼비아, 조지 워싱턴, 보스턴 컬리지, 웨슬리언, 코넬, 
프린스턴, UPENN

https://www.choate.edu/admission/admission-process#fs-panel-1137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태프트 스쿨 The Taft School

설립년도 1890년

위치 코네티컷주 워터타운 (Watertown, CT)

웹사이트 http://www.taftschool.org/

전체 학생수 596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taftschool.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B: 298 G: 298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226 에이커 (약 28만평)

유색인종/유학생 30% / 15%

기숙학생 483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11명

교직원수 125명(92명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5

학비(Boarding)
https://www.taftschool.org/admission/affording-
taft/tuition-and-fees

학비(Day)
https://www.taftschool.org/admission/affording-
taft/tuition-and-fees

평균 SAT 성적 1,938 (CR: 633 M: 653 W: 652)

평균 ACT 성적 29

토요일 수업 매주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29개

학교대항 스포츠 20개

특별활동 조직 60개

한국 학생수 20명

https://www.taftschool.org/admission/affording-taft/tuition-and-fees
https://www.taftschool.org/admission/affording-taft/tuition-and-fees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미국 코네티컷주 워터타운에 위치한 명문 사립 보딩스쿨인 태프트 스쿨은
1890년에 Horace Dutton Taft에 의해 설립 되었다. 남학교로 시작 된
태프트 스쿨은 1971년 남녀공학으로 개편 되었다. 

학교의 교육 방침은 지성적이며, 타인을 배려하고, 도덕적이며, 예술이나
스포츠 등에서 다재 다능한 재능을 살려주고, 개인의 가치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기치로하여 명문학교의 입지를 이어오고 있다. 태프트 보다
규모가 큰 학교들만큼이나 많은 과정을 제공하고 해외 교환 학생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미술이나 음악 등의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TSAO의 회원교이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태프트 스쿨이 위치한 미국 코네티컷주의 워터타운은 뉴욕시에서 약 2시간
거리이며, 코네티컷주 하트퍼드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곳이다. 

태프트 스쿨은 59,5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 45,000 스퀘어풋(약
1,300평)의 과학&수학관, 2개의 극장, 2개의 아이스 하키 링크, 18홀
골프코스, 16개의 테니스장, 8개의 스쿼시장, 랭귀지 랩, 11개의 운동장, 
육상트랙 등의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모집

약 202명

입학률

23%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5%
(평균 SSAT 83% 이상, TOEFL 105점 이상, 평균 GPA 3.8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이메일)
• 4월 10일: 등록여부 결정 후 학교측에 통보, 등록예치금 납부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입학지원 전, 기본적인 정보 제출 (Admission Inquiry Form) 및 Admission Portal 
계정 생성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SSAT의 SAO 사용하여 지원서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School Report Recommendation: 담임교사 및 교장

학생 에세이
Personal Statement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Statement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School Report 
추천서 3번 항목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SSAT, ISEE, ACT, SAT, PSA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인터뷰 예약 (방문 및 스카이프)

지원방법

SSATB의 온라인 지원서 사용
Standard Application Online(SAO)
http://www.ssat.org/admission/the-sao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암허스트(13), 보스턴 컬리지(18), 보스턴(5), 브라운(5), 콜럼비아(11), 코넬(16), 
다트머스(8), 듀크(5), 에모리(6), 조지 워싱턴(24), 조지타운(34), 하버드(5), 존스
홉킨스(7), 리하이(9), 맥길(5), NYU (17), 노스이스턴(8), 프린스턴(9), 스탠포드
(7), 터프츠(19), 콜로라도-보울더(7), 미시간(9), 노스캐롤라이나-채플힐(7), 노틀
담(5), UPenn(6), USC (12), 세인트 앤듀르스(Scotland)(7), 버지니아(18), 밴더
빌트(7), 웨슬리언(16), 윌리엄스(9), 예일(10)

http://www.ssat.org/admission/the-sao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로렌스빌 스쿨 The Lawrenceville School

설립년도 1810

위치 뉴저지주 로렌스빌 (Lawrenceville, NJ)

웹사이트 www.lawrenceville.org

전체 학생수 816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lawrenceville.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B: 418, G: 398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700 에이커 (약 85만평)

유색인종/유학생 45% / 14%

기숙학생 565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13명

교직원수 101명(88%+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8

학비(Boarding)
www.lawrenceville.org/admission/tuition-and-
financial-aid

학비(Day)
www.lawrenceville.org/admission/tuition-and-
financial-aid

평균 SAT 성적 2,060 (CR: 670 M: 700 W: 690)

평균 ACT 성적 29

토요일 수업 매주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18개

학교대항 스포츠 21개

한국 학생수 14명

http://www.lawrenceville.org/admission/tuition-and-financial-aid
http://www.lawrenceville.org/admission/tuition-and-financia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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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로렌스빌 스쿨은 뉴저지 로렌스빌에 위치한 남녀공학의 명문 사립
보딩스쿨이다. 1810년 Maidenhead Academy라는 이름으로 Isaac Van 
Arsdale Brown에 의해 설립 되었다. 

로렌스빌 스쿨의 미션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이 책임감
있는 리더쉽을 갖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루며. 세계 사회에 열정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다. 300개가 넘는 교과과정을 제공하며, 
미술과 음악 프로그램이 뛰어나다. 독특한 하우스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수업과 과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사와 학생간 그리고 다양한 집단
내에서 상호협조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ESA 및 TASO 멤버
학교이기도 하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로렌스빌은 뉴저지주 중심부에 있는 지역으로 프린스턴에서 8Km, 뉴욕시
남쪽에서 88Km, 필라델피아 북쪽에서 65Km 거리에 있다. 

로렌스빌 스쿨에는 700에이커의 캠퍼스 안에 하우스로 알려져 있는 18개의
기숙사, 10개의 강의실 건물, 7개의 기타 지원시설이 있는 건물 등이 있다. 
부속시설로는 도서관(Bunn Library), 음악센터(The Juliet Lyell 
Staunton Clark Music Center), 과학센터(The F.M. Kirby Science 
Center), 아트센터(The Allan P. Kirby Arts Center), 채플(The Edith 
Memorial Chapel), 비주얼 아트센터(The Gruss Center of Visual 
Arts), 보건&복지센터(The Al Rashid Health and Wellness Center), 
역사센터(The Noyes History Center), 팝홀(Fathers Building) 등이
있으며, 체육 시설로는 3개의 농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200미터
실내수영장, 실내 아이스링크, 레슬링룸, 피트니스 센터, 10개의 국제
스쿼시장이 있는 Lavino Field House 및 나인홀 골프코스, 400M
육상트랙, 12개의 테니스장, 2개의 소프트볼, 2개의 야구장, 14개의
잔디구장 및 2개의 인조잔디구장 보트 하우스 등이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모집

약 237명

입학률

20%
외국인 지원자 입학률 12%
(평균 SSAT 85% 이상, TOEFL 107점 이상, 평균 GPA 3.8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 4월 10일: 등록여부 결정 후 학교측에 통보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Inquiry Form 제출
체육 특기생은 Athletic Inquiry Form 제출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로렌스빌 자체 온라인 지원서 또는
SSAT의 SAO 사용하여 지원서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School Report Recommendation: 담임교사 및 교장

학생 에세이
Personal Statement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Statement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School Report 
추천서 3번 항목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 9, 10학년: SSAT, ISEE
✓ 11학년: SSAT, ISEE, ACT, PSAT
✓ 12학년: PSAT, SAT, AC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지원 전년도 9월~1월 사이에 인터뷰 진행
이메일 통해 예약 (방문 또는 Alumni 인터뷰 및 skype)

기타 추가서류
✓ 필수는 아니나 제출 희망하는 경우,
✓ 개인 추천서, 사진 & 미술작품, CD/DVDs 또는 기타 media로, 상장 및 자격증 사

본등을 html 링크나 pdf 포맷으로 Lawrenceville Application Portal 이나 이메
일로 제출 가능

지원방법

SSATB의 온라인 지원서 사용
Standard Application Online(SAO)
http://www.ssat.org/admission/the-sao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프린스턴(47), 조지타운(29), NYU(29), 브라운(20), 듀크(20), 버지니아(19), 코
넬(18), 시카고(16), UPENN(15), 스탠포드(14), 다트머스(13), 하버드(13), 존스
홉킨스(12), 조지 워싱턴(12), 예일(12), 콜럼비아(11), 트리니티(10), 윌리엄스(9), 
카네기 멜론(8), 노스웨스턴(7), 워싱턴-세인트 루이스(7), 밴더빌트(7), 보스턴 컬리
지(6), 터프츠(6), 미시건(6), 웨슬리언(6), 암허스트(5), 에모리(5), MIT(5), 노스
캐롤라이나-채플힐(5), 노틀담(5), USC(5), 세인트 앤듀루스(5)

http://www.ssat.org/admission/the-sao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힐 스쿨 The Hill School

설립년도 1851년

위치 펜실베니아주 포츠타운 (Pottstown, PA)

웹사이트 www.thehill.org

전체 학생수 51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thehill.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B: 56%,G: 44%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200 에이커+

유색인종/유학생 37% / 18%

기숙학생 79%

학급당 평균학생수 12~14명(Largest 20명)

교직원수 73명(71%+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7

학비(Boarding)
https://www.thehill.org/admission/tuition-financial-
aid

학비(Day)
https://www.thehill.org/admission/tuition-financial-
aid

평균 SAT 성적 1,885

평균 ACT 성적 26

토요일 수업 매주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없음

AP 과목 28개

학교대항 스포츠 29개

특별활동 조직 49개

https://www.thehill.org/admission/tuition-financial-aid
https://www.thehill.org/admission/tuition-financial-aid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펜실베니아주 포츠타운에 위치한 명문 사립 보딩스쿨로 TSAO의 소속 학교
이다. 1851년 Matthew Meigs 신부에 의해 남학생을 위한 패밀리
보딩스쿨로 설립되었다. 패밀리 보딩스쿨이랑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형태를 말하며, 힐 스쿨은 미국 내 최초의 패밀리
보딩스쿨이다. 

우수한 교양과목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우월하며, 헌신적인
교사진 및 체계적인 학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엄격한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예능, 체육 및 봉사 활동, 종교 활동 등을 모두 중시하는 학교이며, 학생
개개인에게 수업에 필요한 학업능력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는 것이
학교의 교육 목표이다. 교사와 학생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명문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다. 학생들은 1년간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한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힐 스쿨은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포츠타운에 위치하며, 포츠타운은
필라델피아에서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소도시이다.

힐 스쿨은 6개의 기숙사 및 11개의 교직원숙소, 라크로스, 필드하키, 축구를
할 수 있는 2개의 인조 잔디 경기장, 8개의 육상 트랙, 파빌리온, 도서관, 
예배당, 기념과학 건물, 컴퓨터 센터, 아트센터, 학생 센터, 음악실 등의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모집

약 177명

입학률

32%
(평균 SSAT 80% 이상, 토플 IBT 100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31일: 1월 31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제출서류와 점수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힐 스쿨 자체 온라인 지원서 또는
SSAT의 SAO 사용하여 지원서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School Report Recommendation: 담임교사 및 교장

학생 에세이
Personal Statement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Statement 

School Report 
추천서 3번 항목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Test 성적 (택 1)
SSAT, ISEE, ACT, PSAT, SA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 전년도 9월 12일~1월 30일까지 캠퍼스 투어 및 인터뷰 진행
✓ Interview Request Form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예약
✓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skype 및 전화 인터뷰 가능

지원방법

힐스쿨온라인 지원
https://pws.inresonance.com/school/thehill/index.php#login

Standard Application Online(SAO)
https://ssat.org/sao

Gateway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school/the-hill-school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암허스트 컬리지(2), 보스턴 컬리지(9), 보스턴(24), 브라운(10), 카네기 멜론(7), 케
이스 웨스턴 리저브(2), 컬럼비아(5), 코넬(15), 드렉셀(6), 듀크(3), 에모리(4), 조
지 워싱턴(21), 조지타운(6), 존스 홉킨스(7), MIT(3), NYU(11), 노스웨스턴(3), 펜
실베니아(15), 프린스턴(9), 퍼듀(3), 스탠포드(2), 시라큐즈(3), 터프츠(2), 아리조
나(2), UC 버클리(2), UCLA(2), 일리노이-어바나 샴페인(7), 미시간(3), 노스 캐롤
라이나-채플힐(3), UPENN(12), 피츠버그(3), USC(2), 세인트 앤듀르스-스코틀랜
드(6), 버지니아(3)

https://pws.inresonance.com/school/thehill/index.php#login
https://ssat.org/sao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school/the-hill-school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케이트 스쿨 Cate School

설립년도 1910년

위치 캘리포니아주 카핀테리아(Carpinteria, CA)

웹사이트 www.cate.org

전체 학생수 27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http://www.cate.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150 에이커 (약 18만평)

유색인종/유학생 40% / 16%

기숙학생 220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직원수 59(74%+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5

학비(Boarding) https://www.cate.org/admission/financial-aid/

학비(Day) https://www.cate.org/admission/financial-aid/

평균 SAT 성적 1,986 (CR: 653 M: 671 W: 662)

평균 ACT 성적

토요일 수업 격주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없음

여름학기 없음

AP 과목 19개

학교대항 스포츠 16개

특별활동 조직 28개

한국 학생수 9명

https://www.cate.org/admission/financial-aid/
https://www.cate.org/admission/financial-aid/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케이트 스쿨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Curtis Wolsey Cate에 의해
7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남학교로 1910년에 설립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케이트 스쿨은 남녀 공학으로 바뀌었으며, 미 서부를 대표하는 명문
사립 보딩스쿨인 현재의 케이트 스쿨로 성장 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수한 교사진, 탁월한 교과과정,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의 세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최고의 사립학교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학업적으로는 엄격하나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고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이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바바라에서 동쪽에 위치한 카핀테리아에 위치하고
있다. 

약 150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에는 9개의 기숙사, 교실 및 랩실, 도서관, 극장, 
예배당, 식당, 2개의 체육관(2개의 스쿼시장, 농구장, 2개의 배구장, 
피트니스 센터 등), 3개의 운동장, 등반타워, 수영장, 테니스장, 야구 및
소프트볼장, 사이언틱 스타디 및 리서치 센터, 커뮤니티 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신입생 모집

약 75명

입학률

10%
(평균 SSAT 85% 이상, TOEFL 100점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Admission Inquiry Form 작성

입학신청비
$125

온라인 지원서
Applicant information form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영어 선생님: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수학 선생님: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School Report: 현재 담당교사 또는 교장 선생님
④ Personal Recommendation: 개인 추천서
⑤ Special Interest Recommendation: 지원자의 특기/재능 관련 추천서로 담당

코치나 교사

학생 에세이
Short Response and Two Essays - 단답 및 2개의 학생 에세이
Typed 또는 자필 작성

부모님 에세이
Parents Questionnaire/Statement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School Report 
추천서 3번 항목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 9, 10학년: SSAT, ISEE
✓ 11학년: SSAT, ISEE, PSAT, SA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 원서 마감일 전에 인터뷰 완료해야 하며, 전화로 예약
✓ 대체로 오전 9시 학교 도착하여 클래스 및 캠퍼스 투어 후 인터뷰(30~40분) 진행

되며, 12시 15분경에 일정이 마무리 된다.
✓ 여권용 사이즈 사진

지원방법

케이트 스쿨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https://admissions.veracross.com/App/cate/Account/Login?realm=Admis
sion%20Portal&ReturnUrl=%2FApp%2Fcate%2FAdmissionPortal

Gateway to Prep Schools common application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

SSATB common application
https://ssat.org/sao#2170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보스턴 컬리지(1), 보스턴(4), 브라운(5), 카네기 멜론(1),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1), 
컬럼비아(7), 코넬(6), 듀크(1), 에모리(3), 조지 워싱턴(2), 조지타운(6), 존스 홉킨
스(5), MIT(1), 맥길-캐나다(1), NYU(20), 노스웨스턴(3), 파슨즈(3), 프린스턴
(1), 퍼듀(1), RISD(1), 스탠포드(12), 시라큐즈(1), 텍사스-오스틴(1), 터프츠(4), 
UC 버클리(4), UCLA(2), 시카고(11), 미시간(1), 노스 캐롤라이나(2), UPENN(9), 
USC(14), 세인트 앤듀르스-스코틀랜드(7), UT-캐나다(1), 버지니아(2), UW(3), 
예일(3)

https://admissions.veracross.com/App/cate/Account/Login?realm=Admission%20Portal&ReturnUrl=%2FApp%2Fcate%2FAdmissionPortal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
https://ssat.org/sao#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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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랜브룩 스쿨 Cranbrook Schools

설립년도 1922년

위치 미시건주 브룸필드힐즈(Bloomfield Hills, MI)

웹사이트 https://schools.cranbrook.edu/

전체 학생수 1,659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Boarding), PK~12(Day)

https://schools.cranbroo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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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319 에이커 (약 40만평)

유색인종/유학생 31% / 13%

기숙학생 255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16명

교사:학생 비율 1:8

학비(Boarding)
https://schools.cranbrook.edu/admissions/affording-
cranbrook/affording-cranbrook

학비(Day)
https://schools.cranbrook.edu/admissions/affording-
cranbrook/affording-cranbrook

평균 SAT 성적 1,939점

평균 ACT 성적 29점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없음

AP 과목 14개

학교대항 스포츠 17개

특별활동 조직 53개

https://schools.cranbrook.edu/admissions/affording-cranbrook/affording-cranbrook
https://schools.cranbrook.edu/admissions/affording-cranbrook/affording-cranbr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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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크랜브룩 스쿨은 미국 미시건주 브룸필드 힐즈에 위치한 명문 사립학교로, 
남녀공학 초등학교, 남학교와 여학교가 구분되어 있는 중학교, 보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남녀공학 고등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크랜브룩
스쿨은 크랜브룩 과학원(Cranbrook Institute of Science), 크랜브룩
예술 아카데미(Cranbrook Academy of Art), 크랜브룩
하우스(Cranbrook House and Gardens)가 속해 있는 크랜브룩 교육
커뮤니티(Cranbrook Educational Community(CEC))의 일원이다. 
크랜브룩 스쿨은 1915년 George and Ellen Booth가 그들의 사유지에
있는 작은 그리스 극장을 대중에게 오픈 하였고, 1918년 Meeting 
House를 건설하였는데, 이후 이 Meeting House는 블룸필드 힐즈
스쿨(Bloomfield Hills School)이 되어, 1922년부터 지역 아동들에게
1학년부터 12학년 교육과정을 제공하게 된 것이 학교의 유래이다. 

아름다운 학교 시설과 전통 등 미국 전역에서 최고의 보딩스쿨 중 하나로
손꼽히며, 예술과 음악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주말에는
주변 도시의 문화 생활뿐만 아니라 캠핑, 하이킹, 암벽 등반, 스키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과외 활동으로는 운동, 음악 밴드, 오케스트라, 무용단, 연극, 
합창, 지역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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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미시건주 브룸필드 힐즈는 디트로이트에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다. 

319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 내 주요 건물로는 크랜브룩 킹스우드
고등학교(Cranbrook Kingswood Upper School), 크랜브룩 킹스우드
여자중학교(Cranbrook Kingswood Middle School for Girls), 크랜브룩
킹스우드 남자중학교(Cranbrook Kingswood Middle School for Boys), 
크랜브룩 중학교(Cranbrook Lower School Brookside), 블라식
유아원(Vlasic Early Childhood Center)가 있으며 그 외, 공연 예술
센터인 Lerchen Hall, 빙상 경기장인 Wallace Ice Arena, 실내 수영장인
Williams Natatorium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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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38% (평균 SSAT 68%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31일: 1월 31일까지 지원 및 모든 서류를 제출(이후 정원이 찰 때

까지 지원 가능)
• 3월 초: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제출서류와 점수 (9~12학년 기준)

입학신청비
$50

온라인 지원서
Application and Student Questionnaire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현재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현재 수학교사
③ Principal/Counselor Recommendation: 교장 또는 담임 교사

School Report 
추천서 3번 항목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택 1)
SSAT, ISEE, PSAT, AC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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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뷰 예약
✓ 유학생은 입학신청서와 토플점수 제출 완료 후 인터뷰 예약가능(전년도 10월부터

시작)
✓ 방문 인터뷰 불가능 시, Skype 또는 전화 인터뷰 가능

기타 추가서류
유학생의 경우 International Applicants Questionnaire 작성하여 제출

지원방법

크랜브룩 스쿨 자체 온라인 지원서
https://backpack.cranbrook.edu/SeniorApps/facelets/registration/loginCe
nter.xhtml?appId=AD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미시건, MSU, 노스웨스턴, 시카고, 하버드, NYU, 암허스트, 코넬, 듀크

https://backpack.cranbrook.edu/SeniorApps/facelets/registration/loginCenter.xhtml?appId=AD


2. 3대 명문 예술 보딩스쿨 (Arts Boarding 

Schools)

흔히 예술교육은 크게 유럽과 미국을 놓고 비교하는데, 실용적인 면이 강하고

예술과 산업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미국 유학이 더 많이 선호되고 졸

업 후 진로 선택의 문이 더 넓은 편이다. 

미국 쪽 예술 보딩스쿨은 엄청난 규모의 시설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

하는 교사들, 그리고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자랑한다. 

3대 예술명문 보딩스쿨

✓ 캘리포니아의 아이딜와일드 예술고등학교(Idyllwild Arts Academy), 

✓ 미시간의 인터라켄 아트 아카데미(Interlochen Arts Academy), 

✓ 매사추세츠의 월넛힐 스쿨(Walnut Hill School) 3곳이 예술 명문학교

로 불린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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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딜와일드 예술 학교 Idyllwild Arts Academy

설립년도 1986년

위치 캘리포니아주 아이딜와일드 (Idyllwild, CA)

웹사이트 www.idyllwildarts.org

전체 학생수 30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idyllwildarts.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205 에이커 (약 25만평)

유색인종/유학생 27% / 51%

기숙학생 95%

학급당 평균학생수 15명

교직원수 약65명(60%+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5

학비(Boarding)
https://www.idyllwildarts.org/academy/admission/#ta
b-1480458171247-7-3

학비(Day)
https://www.idyllwildarts.org/academy/admission/#ta
b-1480458171247-7-3

평균 SAT 성적 1,518

평균 ACT 성적 21

토요일 수업 월 1회 미만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19개

특별활동 조직 7개

https://www.idyllwildarts.org/academy/admission/#tab-1480458171247-7-3
https://www.idyllwildarts.org/academy/admission/#tab-1480458171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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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아이딜와일드 예술 학교는 음악, 연극, 무용, 시각예술, 창작문학, 
필름&디지털 미디어, 패션 디자인, 종합예술(Interdisciplinary Arts)로
특성화된 미국 명문 예술 고등학교이다. 1946년 Dr. Max Cron과
Beatrice Krone이 아이딜와일드 예술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1950년부터
썸머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6년 최종적으로 연중 수업을
제공하는 예술 기숙 고등학교가 되었다. 

미서부 지역 최초의 예술 사립 기숙학교인 아이딜와일드 아카데미는 예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교로 현재 약 25개국에서 온
300여명의 학생들이 학업 중이다. 진보적인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로
엄격한 규율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캠퍼스와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입학지원 시 포트폴리오 및
오디션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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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과정]

IAA에서는 세 단계의 ESL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6주간의 여름학기 ESL 
(ESL summer intensive) 과정과 각 3주간의 겨울 및 여름학기 ESL+Art
(ESL/Arts Winter 및 Summer) 과정도 제공한다. 유학생들은 학교
입학지원 시 인터뷰(skype)를 통해 영어실력을 평가 받으며, 적걸한 ESL 
반을 배정 받게 된다. 각 ESL 단계는 최소 C-(70%)이상 취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다.

초급반 (Beginning ESL)
랭귀지 스킬, 문학, 문법, 인문의 네 가지 코스로 구성되며, 기초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고대사 및 기초 문법, 어휘, 학습
스킬을 함께 배울 수 있다.

중급반 (Intermediate ESL)
기초 영어 회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수강 가능. 작문, 문학, 문법, 
세계문화의 네 과정으로 구성되며 더불어 수학 과정을 함께 수강 할 수 있다. 

고급반 (Advanced ESL)
중급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수강 가능. 고급 문법 및 작문, 고급 문학, 
미국 문학, 세계 문학, 미국 역사에서 2~3개의 코스를 수강할 수 있다. 
수학과 과학 과정도 수강 할 수 있다. 좀더 고급 단계의 아카데믹 어휘와 쓰기
능력, 문법 강화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IAA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San Jacinto Mountains의 예술 마을로 잘
알려져 있는 아이딜와일드에 205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오레곤 카운티와 샌디에고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다. 

최신 시설의 교실, 개인 리허설 스튜디오, 방음 스튜디오, 기숙사 식당, 
도서관, 공연 극장, 리사이틀홀, 야외 원형극장, 상점, 헬스센터 등 다양한
교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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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65%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2월 1일: 2월 1일까지 지원 마감이나 정원이 찰 때가지 지원 가능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제출서류와 점수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Online Application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아트 추천서 Arts Reference: 지원 전공 관련 담당 교사 또는 private instructor
② 아카데믹 추천서 Academic Reference: 현재 담당 교사 또는 주요 과목 담당교사

학생 에세이
Student Essay

부모님 에세이
Confidential Parents Questionnaire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가급적 라이브 오디션 및 인터뷰에 참가 권장,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Skype 가능

오디션 & 포트폴리오 Submission Form
https://www.idyllwildarts.org/academy/admission/audition-form/

https://www.idyllwildarts.org/academy/admission/audition-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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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공에 따른 오디션 & 포트폴리오 (각 지원 전공에 따라 세부 지원 요강이 있으므
로 admission 요강을 참조한다.)

✓ Creative Writing(창작)
10~12페이지 포트폴리오(시, 소설, 논픽션 등의 writing sample 포함)

✓ Dance(무용)
캠퍼스 방문 오디션 또는 DVD포맷이나 YouTube를 통한 온라인 오디션으로 제출

✓ InterArts(종합예술) and Fashion Design(패션디자인)
패션 디자인 또는 2개 이상의 예술분야 (댄스, 시각예술, 창작 (creative writing), 
영화, 연극,  음악)를 선택 할 수 있음. 포트폴리오와 에세이를 제출

✓ Film(영화)
2~4페이지 분량의 긱본 (short story - life changing moments)과 visual 작품
제출 (2~3분 분량의 short video 또는 5~10장의 스틸 사진 또는 3~5개의 드로잉
이나 페인팅 작품 등)

✓ Music(음악)
캠퍼스 방문 오디션 또는 DVD포맷이나 YouTube를 통한 온라인 오디션 제출, 피
아노/오케스트라 악기 및 기타 악기, 성악, 작사(songwriting), 재즈피아노, 재즈
보컬 및 재즈악기 분야로 나뉨.

✓ Theatre(연극)
캠퍼스 방문 오디션 또는 DVD포맷이나 YouTube를 통한 온라인 오디션 제출, 연
극공연 혹은 뮤지컬(각 2분 분량의 2개의 모놀로그), 무대 및 프로덕션 디자인(인터
뷰와 포트폴리오 필요)의 두 분야로 나뉨

✓ Visual Art(시각예술)
10~12개의 예술 작품 포트폴리오. CD 또는 디지털 포토 이미지를 이메일로 제출. 
인터뷰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5개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을 제출해야
함.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원방법

아이딜와일드 자체 온라인 신청서
https://www.idyllwildarts.org/academy/apply/

Standard Application Online
https://ssat.org/sao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Academy of Art University, American Academy of Dramatic Arts, 아리조나,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Art Institute of Boston/California, Berklee 
College of Music, Boston Conservatory, 보스턴, Brooks Institute of 
Photography,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SU Channel Islands/Fullerton/Long Beach/Los Angeles, 카네기 멜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Eastman School of Music, FIDM, 
아이오와, 줄리어드, Manhattan School of Music,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맥길-캐나다, New England Conservatory, The New School for Drama, 
NYU-Tisch School of the Arts, 오레곤,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페이스, 
파슨즈, Peabody Institute of Music, 프랫, 렌슬러 폴리테크닉, RISD, Mason 
Gross School of the Arts,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School of the Art Institute Chicago, School of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SVA,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 시라큐즈, University of the Arts, UBC-캐나다, UC Berkeley/ 
Davis/ San Diego/Santa Barbara/ Santa Cruz, 신시내티-Conservatory of 
Music, 콜로라도, 매릴랜드, 매사츄세츠-암허스트, 마이애미, 미시간, 미네소타, 오레
곤, 샌프란시스코, 세인트 앤듀르스-스코틀랜드

https://www.idyllwildarts.org/academy/apply/
https://ssat.org/sao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인터로켄 예술 학교 Interlochen Arts Academy

설립년도 1962년

위치 미시건주 인터로켄 (Interlochen, MI)

웹사이트 http://www.interlochen.org/

전체 학생수 50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PG

http://www.interlochen.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1,200 에이커 (약 150만평)

캠퍼스 사이즈 82(90%+ 석, 박사 학위보유)

학비(Boarding)
https://academy.interlochen.org/academy-tuition-
and-fees

학비(Day)
https://academy.interlochen.org/academy-tuition-
and-fees

평균 SAT 성적 1,728 (CR: 588, M: 568, W: 572)

평균 ACT 성적 26

ESL 제공 있음

https://academy.interlochen.org/academy-tuition-and-fees
https://academy.interlochen.org/academy-tuition-and-fees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인터로켄 아트 센터는 1928년에 설립된 예술교육기관으로 썸머 아트
캠프(Summer Arts Camp), 아트 보딩스쿨(Arts Boarding School), 
성인 아트 과정(Adult Arts Programs), 공영 라디오(Public Radio), 
콘서트이벤트(Concerts+Events)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예술
보딩스쿨인 인터로켄 예술학교(Interlochen Arts Academy)는 1962년에
Joseph E. Maddy에 의해 설립된 미국내 최초의 예술 고등학교로 최고
수준의 통합 예술교육 및 대학진학 준비과정을 제공한다. 

주요 전공 분야는 음악, 연극, 비교예술, 창작문학, 영화(Motion Picture 
Art), 무용 및 시각예술이다. 

[ESL 과정]

인터로켄은 유학생들의 영어실력에 따라 초급 (EL Basic - ESL I), 중급 (EL 
Independent - ESL II), 고급 (EL Proficient - ESL III)등 세 단계의 ESL 
과정을 제공한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인터로켄은 미국 미시건주 북부에 있는 도시로 Traverse 시티에서
남서쪽으로 25Km 거리에 위치한다. 1,200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한
인터로켄은 학생 공동 공간, 실습실, 작업실 및 세탁실을 갖춘 6개의
기숙사홀과, 교실, 도서관, 강당, 리사이틀홀, 극장, 카페테리아 및 각 전공
분야별 건물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3월 1일: 3월 1일까지 지원 마감이나, 정원이 찰 때 까지 지원 가능
• 지원 후 3주 안에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 입학허가 받은 후 2주안에 등록 결정 확인

제출서류와 점수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Online Application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school principal/head or guidance counselor: 교장 또는 담당 교사
② an adult, non-family member: 가족이 아니며, 지원자를 잘 알고 있는 성인이

작성

학생 에세이
약 500자의 에세이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TOEFL 성적
유학생은 TOEFL 또는 SLEP 테스트 성적 제출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원전공에 따른 오디션 & 포트폴리오 (각 지원 전공에 따라 세부 지원 요강이 있으므
로 admission 요강을 참조한다.)

포트폴리오 및 오디션은 캠퍼스 방문하여 제출.  라이브 오디션을 권장하나 방문이 불가
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
(*온라인 제출시, 학교의 안내 사이트를 통해 제출)

✓ Comparative Arts(비교예술)
에세이, 인터뷰

✓ Creative Writing(창작문학)
시(4~5개), 픽션(2~3개), 논픽션(1~2개)을 포함한 샘플 작품

✓ Dance(무용)
5X7 사이즈 사진(first arabesque), 라이브 오디션 또는 온라인으로 오디션 등록
또는 DVD로 제출. 

✓ Motion Picture Arts(영화)
에세이, 경력리스트 및 샘플 작품(10페이지 분량의 스크린 플레이/스테이지 플레이
샘플 또는 10분 분량의 샘플 영화 또는 사진 10장 또는 5~10개의 예술 작품 또는 2
개의 쇼트 픽션이나 비평작품 및 논픽션-10페이지 중 선택)

✓ Music(음악)
피아노/오르간, 퍼쿠션, 관현악기, 하프, 기타, 성악, 작곡, 싱어송라이터 분야로 나
뉘어 세부 오디션 요강이 있음.

✓ Theatre Arts - Performance(연극 - 공연)
개의 다른 연극에서 2개의 모놀로그를 포함. 각 모놀로그는 2분 미만

✓ Theatre Arts - Design and Production(연극 - 디자인 및 제작)
드로잉/스케치/프로덕션 이미지/기타 예술 작품을 포함한 디자인 작품 포트폴리오
제출

✓ Visual Arts(시각예술)
7~10개의 최근 작업한 예술작품 제출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원방법

인터로켄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https://academy.interlochen.org/academy-application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73.7%의 학생들이 음대 및 전문 예술대학으로 진학하며, 26.3%의 학생들이 일반 컬리
지 및 종합 대학교로 진학한다.

Berklee College of Music,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드폴, 
Eastman School of Music of the University of Rochester, 린, Manhattan 
School of Music,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MSU, National Theatre 
School of Canada,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노스웨스턴, Oberlin 
Conservatory of Music, 프랫, Ravensbourne College of Design and 
Communication,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줄리어드, The New School for Jazz and Contemporary 
Music, The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Cincinnati College - Conservatory of Music, 콜로라도, 미시건, 토론토

https://academy.interlochen.org/academy-application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월넛힐 예술 학교 Walnut Hill School for the Arts

설립년도 1893년

위치 메사츄세츠주 나틱 (Natick, MA)

웹사이트 www.walnuthillarts.org

전체 학생수 29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http://www.walnuthillarts.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캠퍼스 사이즈 45 에이커 (약 6만평)

유색인종/유학생 12% / 30%

기숙학생 80%

학급당 평균학생수 16명

교직원수 약00명(84%+ 석, 박사 학위보유)

교사:학생 비율 1:6

학비(Boarding) https://www.walnuthillarts.org/admission/affording

학비(Day) https://www.walnuthillarts.org/admission/affording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있음

특별활동 조직 19개

https://www.walnuthillarts.org/admission/affording
https://www.walnuthillarts.org/admission/affordin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월넛힐 예술학교는 미국의 3대 명문 예술 보딩스쿨 중 하나로, 1893년
Wellesley College 졸업자인 Florence Bigelow와 Charlotte Conant에
의해 여학교로 설립되었다. 

무용, 음악, 연극, 시각예술, 창작문학/영화&미디어 등 5개의 예술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엄격한 대학 입학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보스턴과 가까워 각
분야의 뛰어난 교사진들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할 기회를 갖는다. 월넛힐 학생들은 다수의 명성있는 대학 및
전문 예술대학으로 진학하며, 졸업생들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ESL 과정]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학생들은 학교수업 시작 전에 배치고사인 English 
Language Learning(ELL) placement 테스트를 치르게 되며, 결과에
따라 적합한 ELL 수업을 수강하게 된다. ELL 과정은 졸업 조건인 4년
영어과정 수강학점으로 인정된다. ELL의 단계는 중급 (ELL 
Intermediate)과 고급 (ELL Advanced)으로 나뉜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메사츄세츠주 나틱은 보스턴에서 약 28Km(차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월넛힐 예술학교는 아름다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기숙사, 컴퓨터센터, 과학기술센터, 도서관, 음악 감상실, 다양한 체육시설
등의 부속 시설을 갖추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월 15일: 1월 15일까지 지원 마감이나 정원이 찰 때가지 지원 가능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1월 15일까지 지원 완료한 경우 기준)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School Year Inquiry Form 제출하면 학교 정보를 받을 수 있음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Candidate Profile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English Recommendation: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Mathematics Recommendation: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Art Recommendation: 현재 담당 예술교사
④ School Report: 현재 담임교사 또는 교장

학생 에세이
Candidate Statement

부모님 에세이
Parent Guardian Statement

School Report
추천서 4번 항목에 해당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Test 성적 (옵션)
SSAT 또는 ISEE (*홈스쿨드 지원자는 제출 의무)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방문 인터뷰를 권장하며,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인터뷰 가능

오디션 신청서 제출(무용)
Fall/Spring Dance Audition Day Pre-Registration 양식 및 온라인 오디션 등록 신
청서 제출
https://www.walnuthillarts.org/admission/audition-portfolio-
review/dance/fall-spring-dance-audition-preregistration-form

지원전공에 따른 오디션 & 포트폴리오 (각 지원 전공에 따라 세부 지원 요강이 있으므
로 admission 요강을 참조한다.)

✓ Dance(무용)
10월, 11월, 4월 5월에 오디션 스케쥴이 있으며, 방문 오디션 또는 비디오로 제출. 
5X7 사이즈 사진(first arabesque)제출

✓ Music(음악)
금관악기, 기타, 하프, 재즈, 퍼커션, 피아노, 현악기, 성악, 목관악기 분야로 나뉨. 

✓ Theater(연극)
각 4분 미만 분량의 두 개의 모놀로그 준비 또는 한 개의 모놀로그와 1개의 노래로
준비 가능

✓ Visual Art(시각예술)
10~12개의 2D/3D 예술 작품 포트폴리오

✓ Writing(창작예술), Film & Media Arts(영화와 미디어예술)
writing 포트폴리오 또는 short film이나 비디오(10분 미만 분량) 또는 10~15개
의 스틸 이미지 시리즈(story) 중 선택하여 제출

✓ 방문 오디션 및 포트폴리오 review는 10월~5월 사이에 진행. 캠퍼스 방문이 불가
능한 경우 월넛힐의 slideroom 통해 디지털 오디션 및 포트폴리오 제출
https://walnuthillarts.slideroom.com/#/Login

https://www.walnuthillarts.org/admission/audition-portfolio-review/dance/fall-spring-dance-audition-preregistration-form
https://walnuthillarts.slideroom.com/#/Login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원방법

Gateway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school/walnut-hill-school-for-
the-arts

SAO
https://ssat.org/sao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알프레드, AMDA College and Conservatory of the Performing Arts, American 
Academy of Dramatic Arts, ASU,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The Bard 
Conservatory of Music, Berklee College of Music,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브라
운,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CAP21
Performing Arts Conservatory, 카네기 멜론,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 Design, 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 Cleveland Institute of 
Music, 컬럼비아, Curtis Institute of Music, 드폴, 듀크, Eastman School of 
Music, FIDM, 조지 워싱턴, 조지타운, 줄리어드, Manhattan School of Music, 
Mannes College of Music, Massachusetts College of Art, 맥길, New England 
Conservatory of Music, The New School for Drama, New School for Jazz 
and Contemporary Music, NYU, 노스웨스턴, Oberlin Conservatory, 파슨즈, 
Peabody Institute of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enn State, 프랫, 프린스
턴, RISD, 라이스, Royal Conservatory of Music, San Francisco Art Institute,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chool of the Museum of Fine Arts, SVA, 스탠포드, UCLA, 시카고, 신시내티, 일
리노이-어바나 샴페인, 메사츄세츠-암허스트/보스턴, 미시건, 로체스터, USC, 텍사스
-오스틴, 워털루, 워싱턴-세인트루이스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school/walnut-hill-school-for-the-arts
https://ssat.org/sao


3. 주니어 보딩스쿨 (Junior Boarding Schools)

미국에서 대부분의 보딩스쿨(Boarding School)은 Senior High School

로 9학년 이상부터 입학이 가능한데 비해, 주니어 보딩스쿨(Junior 

Boarding School)은 8학년 또는 그 아래 학년 학생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말한다. 

전체 학생수가 200명 미만이며, 평균 6명 정도의 소규모 학급,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4 정도로 학생 개인별 지도가 가능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가 교내 거주하여 학생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한다. 

교사들이 정규 학업시간 외에도 스포츠 및 과외활동, 상담, 학업지도, 클럽활

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형성과 다양한 재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니어 보딩스쿨의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Junior Boarding Schools (Primary Focus)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명 위치 형태 학생수
기숙사

제공학년

The American Boychoir
School

Princeton, NJ All Boys 45 4~8

The Bement School Deerfield, MA Co-ed 220 3~9

Cardigan Mountain 
School

Canaan, NH All Boys 215 6~9

Eaglebrook School Deerfield, MA All Boys 247 6~9

Fay School
Southborough, 
MA

Co-ed 475 7~9

Hampshire Country 
School

Rindge, NH All Boys 22 3~12

Hillside School
Marlborough, 
MA

All Boys 150 5~9

Indian Mountain School Lakeville, CT Co-ed 260 6~9

North Country School Lake Placid, NY Co-ed 85 4~9

Oakland School Troy, VA Co-ed 45 3~8

The Rectory School Pomfret, CT Co-ed 256 5~9

Rumsey Hall School
Washington 
Depot, CT

Co-ed 326 5~9

St. Catherine’s Academy Anaheim, CA
All Boys

(Catholic)
150 4~8

<출처: boardingschoolreview.com>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브랜든 홀 스쿨 Brandon Hall School

설립년도 1959년

위치 조지아주 아틀란타 (Atlanta, GA)

웹사이트 www.brandonhall.org

전체 학생수 20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7~12학년(Boarding), 6~12학년(Day)

http://www.brandonhall.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ADD/ADHD Support 있음

캠퍼스 사이즈 27 에이커 (약 3.3만평)

유색인종/유학생 20% / 20%

기숙학생 50%

학급당 평균학생수 6명

교사:학생 비율 1:8

학비(Boarding)
https://www.brandonhall.org/affor
ding-brandon-hall

학비(Day)
https://www.brandonhall.org/affor
ding-brandon-hall

평균 SAT 성적 1,800

평균 ACT 성적 22

Supports Learning Differences (LD) 있음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9개

학교대항 스포츠 12개

특별활동 조직 11개

https://www.brandonhall.org/affording-brandon-hall
https://www.brandonhall.org/affording-brandon-hall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위치한 브랜든 홀 스쿨은 6~12학년 과정을
제공하는 사립 보딩스쿨이다. 1959년 Theodore Hecht에 의해
설립되었고, 소그룹 클래스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 및 운동과 예술, 
창의성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STEM Education인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예술), Mathematics(수학) 등 다섯 가지
아카데믹 커리큘럼에 집중하여 창의적인 학습과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한
교육을 경험 할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브랜든 홀 스쿨은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북쪽 Chattahoochee River가
보이는 곳에 27에이커 규모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다. 

학교 시설로는 행정건물(Great Hall), 식당(Corley Dining Hall), 교직원
사무실/체육관/교실/보건실/아트센터/공룡과학 센터(Huff Center), 
교직원 숙소/교실/학습스킬센터/강당/음악실/회의실(Kimbrell Hall), 
교직원 및 교장 숙소(Michelsen Cottage, Faculty Hall, River House), 
학생 기숙사(Sipple Hall)등이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70%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Rolling Admission: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완료 후 1주 정도 내에 입학 결과 통보
• 등록 확인서(Enrollment Agreement)와 등록 예치금(Deposit)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온라인 지원서
Online Application 작성

추천서
① Teacher Evaluation Form(English) -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Teacher Evaluation Form(Math) -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Teacher Evaluation Form(Principal/Counselor) - 현재 교장 또는 담임교사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Test 성적
SSA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지원방법

브랜든 홀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https://brandonhall.myschoolapp.com/app#login/apply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알라바마, 아리조나, ASU, UC 어바인/데이비스/LA/샌디에고, CSU, 콜로라도-보울더, 
코네티컷, 에모리, FIT, 조지아,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마이애미, MSU, 미시시피, 
NYU, 오레곤, Parsons, 로체스터, 테네시, 

https://brandonhall.myschoolapp.com/app#login/apply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카디건 마운틴 스쿨 Cardigan Mountain School

설립년도 1945년

위치 뉴햄프셔주 카난 (Canaan, NH)

웹사이트 www.cardigan.org

전체 학생수 21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6~9학년

http://www.cardigan.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학교(All Boys)

종교 없음

ADD/ADHD Support 있음

캠퍼스 사이즈 525 에이커 (약 65만평)

유색인종/유학생 11% / 41%

기숙학생 89%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사:학생 비율 1:4

학비(Boarding)
https://www.cardigan.org/admissio
ns/tuition-test

학비(Day)
https://www.cardigan.org/admissio
ns/tuition-test

Supports Learning Differences (LD) 있음

토요일 수업 있음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있음

학교대항 스포츠 15개

https://www.cardigan.org/admissions/tuition-test
https://www.cardigan.org/admissions/tuition-test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카디건 마운틴 스쿨은 약칭으로 Cardigan 또는 CMS로도 불리우며, 
6~9학년 학생들을 위한 기숙 및 통학 학교로 남학교이다. 

1945년 다트머스 컬리지의 총장인 Ernest Martin Hopkins와 킴벌 유니온
아카데미의 교장인 William R. Brewster, 미국 상원의원인 Ralph 
Flanders가 다트머스 컬리지에서 기증 받은 부지에 설립하였다. 1946년
24명의 남학생으로 학교수업이 시작되었으며, 1953년에 뉴햄프셔주
하노버에 있는 클락 스쿨(Clark School)과 합병하면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학업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육체적, 사회적, 도덕적, 개인적인 성장과 육성을
위해 주변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의 잠재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이며, 짜임새 있고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명문
고등학교로 진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카디건 마운틴 스쿨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도시인 카난에 위치한다. 

학교 시설로 최신의 과학 실험실, 아트 스튜디오, 컴퓨터센터, 상점, 교실, 
도서관, 극장 등이 500에이커 규모의 캠퍼스에 자리잡고 있으며, 남학교의
특성상 각종 스포츠 시설이 잘 발달 되어 있고 특히 실내 아이스링크까지
갖추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74%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Rolling Admission: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제출서류와 점수

온라인 지원서
지원 전에 Online Inquiry Form 제출

입학신청비
$125

온라인 지원서
Candidate Profile 작성

추천서
① Englis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Mat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Administrative Recommendation - 현재 교장 또는 담임교사
④ Personal Recommendation(2) - 옵션, 개인 추천서

학생 에세이
Student Statement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Statement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Test 성적 (택 1)
SSAT, ISEE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캠퍼스 방문 인터뷰

지원방법

Gateway to Prep Schools 통해 지원
https://gateway.applywithus.com/users/sign_in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Avon Old Farms School, Berkshire School, Blair Academy, Brewster 
Academy, Brooks School, Holderness School, Kimball Union Academy, The 
Lawrenceville School, Mercersberg Academy, New Hampton School, 
Northfield Mount Hermon School, Salisbury School, St. Mark’s School, St. 
Paul’s School, Suffield Academy, Tabor Academy, Taft School, The 
Hotchkiss School, Choate Rosemary Hall, Deerfield Academy, Episcopal 
High School, Gould Academy, Groton School, Kent School Loomis Chaffee 
School, Northwood School, Peddie School, Phillips Academy (Andover), 
Phillips Exeter Academy, Pomfret School, Proctor School, St. George’s 
School, The Gunnery, The Hill School, Tilton School, Western Reserve 
Academy, Westminster School

https://gateway.applywithus.com/users/sign_in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녹스 스쿨 The Knox School

설립년도 1904년

위치 뉴욕주 세인트 제임스(St. James, NY)

웹사이트 www.knoxschool.org

전체 학생수 14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7~PG (Boarding)
6~PG (Day)

http://www.knoxschool.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ADD/ADHD Support 없음

캠퍼스 사이즈 48 에이커 (약 6만평)

유색인종/유학생 15% / 52%

기숙학생 70%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사:학생 비율 1:6

학비(Boarding)
https://www.knoxschool.org/admissions
/affording-knox

학비(Day)
https://www.knoxschool.org/admissions
/affording-knox

평균 SAT 성적 1,641

평균 ACT 성적 26

Supports Learning Differences 
(LD)

있음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10개

학교대항 스포츠 15개

특별활동 조직 7개

https://www.knoxschool.org/admissions/affording-knox
https://www.knoxschool.org/admissions/affording-knox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녹스 스쿨은 6학년~PG 과정을 제공하는 뉴욕에 위치한 사립 보딩스쿨로
남녀공학이다. 1904년 Mary Alice Knox에 의해 여학교로 설립되었고, 
1954년 현재 캠퍼스가 있는 세인트 제임스로 이전했다. 1973년
남녀공학으로 바뀌었고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이다. 

오랫동안 한국 학생들이 특히 선호한 학교로, 뛰어난 예술 과정을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전통적이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임감 및 타인과 공동체를
존중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학교 방침이다. 방과 후 과정이 매우 다양하며, 
오랜 전통을 지닌 승마 프로그램은 녹스 스쿨의 자랑이기도 하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녹스 스쿨은 뉴욕시에서 80Km 거리의 롱아일랜드 북부 해안가 소도시인
세인트 제임스에 위치한다. 아름답고 조용한 캠퍼스를 지닌 녹스 스쿨은
뉴욕시와 가까워 박물관, 극장, 도서관 등의 문화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학교 시설로는 행정건물, 도서관, 기숙사, 컴퓨터 랩, 극장, 음악실, 무용실, 
체육관, 식당, 교직원 숙소, 승마장 등이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45%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2월 15일: 2월 15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 (Regular Decision 기준)
• 3월 10일: 입학 여부 결정 및 통보
• 4월 10일: 등록 여부 결정 및 학교측에 통보

* Early Decision Application: 12월 1일까지 지원 완료하여 1월 15일에 입학 여부 결
정, 1월 31일까지 등록 여부 결정
* 2월 15일 이후 지원하는 경우, rolling admission으로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제출서류와 점수

Online Inquiry Form
지원 전에 Online Inquiry Form 제출

입학신청비
$150

온라인 지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Englis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Mat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Principal/Head Counselor Recommendation - 현재 교장 또는 담임교사

학생 에세이
Student Statement

부모님 에세이
Parent/Guardian Statement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Test 성적 (택 1)
SSA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모든 지원자 필수)
Skype 인터뷰

재정보증서
Statement of Financial Situation

사진 및 신분증
여권 사본

지원방법

녹스 스쿨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https://appro.rediker.com/apwebonlinereg/index.aspx?schoolid=480A5B
AC3E214DBA83FC3D75588F093F

SAO
https://ssat.org/sao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NYU, 브랜다이즈, 조지 워싱턴, 노스이스턴, 마이애미, 코네티컷, 시라큐즈, Rutgers, 
MSU, Penn State, 퍼듀, SUNY, OSU, UW, 프랫, 아리조나, SCAD, MIT, 스탠포드, 
코넬, 보스턴, 카네기 멜론, 로체스터, 탐파, ASU, UC Davis/San Diego, 메사츄세츠-
암허스트

https://appro.rediker.com/apwebonlinereg/index.aspx?schoolid=480A5BAC3E214DBA83FC3D75588F093F
https://ssat.org/sao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오하이 밸리 스쿨 Ojai Valley School

설립년도 1911년

위치 캘리포니아주 오하이 (Ojai, CA)

웹사이트 www.ovs.org

전체 학생수 267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3~12학년 (Boarding)
PK~12학년 (Day)

http://www.ovs.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ADD/ADHD Support 있음

캠퍼스 사이즈 195 에이커 (약 24만평)

유색인종/유학생 9% / 20%

기숙학생 40%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교사:학생 비율 1:6

학비(Boarding)
https://www.ovs.org/tuition-and-
financial-aid/

평균 SAT 성적 1,751 (CR: 574, M: 600, W: 577)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Casu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19개

학교대항 스포츠 10개

특별활동 조직 24개

학비(Day)
https://www.ovs.org/tuition-and-
financial-aid/

https://www.ovs.org/tuition-and-financial-aid/
https://www.ovs.org/tuition-and-financial-aid/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오하이 밸리 스쿨은 1911년에 설립된 사립 보딩스쿨로, PK(Pre-
Kindergarten) ~ 12학년 과정을 제공한다. 미국 서부 지역에서 모든
레벨의 ESL 수업을 제공한 가장 최초의 기숙학교 중 하나다. 

학생 개개인을 포함하여 공동체를 존중하고,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함양하는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승마, 캠핑, 세일링 및 스포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과외활동을 제공하며, 3학년부터 기숙사 이용이 가능하다. 학습
능력, 자신감과 리더쉽을 강조함과 동시에 탄탄한 대학 진학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재학생들을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로 진학시키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하이는 로스엔젤레스에서 북쪽으로 90분, 산타바바라
에서 남쪽으로 45분 거리에 있는 소도시이다. 

오하이 밸리 스쿨은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을 위한 Upper 캠퍼스와 저학년
을 위한 Lower 캠퍼스 등 두 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학교 시설로는 4개의 기숙사 (여학생 49명, 남학생 40명 수용), 교실, 과학
기술 실험실, 80석의 강의실, 야외 계단식 교실, 도서관, 운동장, 테니스장,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승마장 등의 부속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9,016 스
퀘어핏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64% (평균 SSAT 45% 이상)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전년도 9월~2월 1일: 2월 1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

제출서류와 점수

Grade 6~12 지원자

Online Inquiry Form
지원 전에 Online Inquiry Form 제출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Online Application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Englis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Mat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Personal Recommendation - 개인 추천서

학생 에세이
Essay 또는 Writing Sample

부모님 에세이
Parent Questionnaire - 온라인 지원서 안에 포함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Test 성적 (택 1)
SSAT, ISEE: 9~12학년 지원자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TOEFL 성적
6~8학년 지원자

인터뷰
방문 인터뷰

Grade 1~5 지원자
✓ 온라인 지원서
✓ 성적표
✓ 교사추천서
✓ 학교방문

Grade PK~K 지원자
✓ 온라인 지원서
✓ 학교방문

지원방법

오하이 밸리 학교 자체 온라인 지원서 사용
https://pws.inresonance.com/school/ovs/#login

Standard Application Online
https://ssat.org/sao#5536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ASU,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브라운, CSU, 콜럼비아, 조지 워싱턴, 인디애나, MSU, 
NYU, Penn State, Rutgers, SDSU, SJSU, 시라큐즈, 아리조나, UC 버클리/데이비
스/어바인/LA/리버사이드/샌디에고/산타크루즈, 코네티컷, 덴버, 하와이,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아이오와, 메사츄세츠-암허스트, 미네소타, UNLV, 피츠버그, UW, 
USC, FIDM, Otis, Parsons, Pratt, RISD

https://pws.inresonance.com/school/ovs/#login
https://ssat.org/sao#5536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퍼키오맨 스쿨 The Perkiomen School

설립년도 1875년

위치 펜실베니아주 펜스버그(Pennsburg, PA)

웹사이트 www.perkiomen.org

전체 학생수 336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6~12학년, PG

http://www.perkiomen.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ADD/ADHD Support 있음

캠퍼스 사이즈 172 에이커 (약 21만평)

유색인종/유학생 13% / 40%

기숙학생 60%

학급당 평균학생수 11명

교사:학생 비율 1:7

학비(Boarding)
https://www.perkiomen.org/admissions
/tuition-fees

학비(Day)
https://www.perkiomen.org/admissions
/tuition-fees

평균 SAT 성적 1,710

Supports Learning Differences 
(LD)

있음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있음

AP 과목 30개

학교대항 스포츠 14개

특별활동 조직 27개

https://www.perkiomen.org/admissions/tuition-fees
https://www.perkiomen.org/admissions/tuition-fees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퍼키오맨 스쿨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펜스버그에 위치한 사립 보딩스쿨로, 
6학년~PG 과정을 제공한다. 1875년 Charles S. Wieand와 목사인 Dr. 
Clement A. Weiser에 의해 Perkiomen Seminary로 설립되었다. 

아카데믹 분야를 포함하여 스포츠 및 예술 활동에도 함께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100% 대학 진학률을 보인다. 
다양한 과외 활동 뿐 아니라 주말 교내/외 활동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학업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배움의 방법을 터득하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소도시인 펜스버그에 위치한다. 필라델피아에서 45분, 
뉴욕에서 2시간, 볼티모어와 워싱턴에서 2시간 30분~3시간 거리이다. 

학교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라크로스 경기장, 
풋볼 경기장, 기숙사, 도서관, 실험실, 과학실, 스튜디오, 음악실, 미술실 등이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35%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2월 1일: 2월 1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 4월 10일: 등록여부 결정 및 학교측에 통보

* 2월 1일 이후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Rolling Admission)

제출서류와 점수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Online Application 제출

추천서
① Englis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Mat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수학교사

학생 에세이
Essay 및 Writing Sample(역사 또는 영어)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Test 성적 (택 1)
SSAT, ISEE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방문 인터뷰 권장, 불가능할 경우 Skype 인터뷰 가능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원방법

Standard Application Online :
https://authorize.ssat.org/login?signin=6dcf644ccda6dd6d16a183c3e07e
7d4d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AAU, 아델파이, ASU, ACCD, 벤틀리,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카네기 멜론, 케이스 웨
스턴 리저브, 코넬, 드폴, 드렉셀, 에모리, 인디애나-블루밍턴, 존스 홉킨스, 존슨&웨일
즈, 리하이, MSU, NYU, 노스웨스턴, 페이스, Parsons, Penn State, Pratt, 퍼듀, 렌
슬러 폴리테크닉, 라이스,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VA, SUNY, 시
라큐즈, 템플, 조지 워싱턴, OSU, 아리조나, 조지아, UBC, UC 버클리/어바인/리버사
이드/샌디에고,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어바나 샴페인, 메사츄세츠-암허스트, 
미시건, UNLV, USC, UW, 위스컨신-매디슨

https://authorize.ssat.org/login?signin=6dcf644ccda6dd6d16a183c3e07e7d4d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렉토리 스쿨 The Rectory School

설립년도 1920년

위치 코네티컷주 폼프렛 (Pomfret, CT)

웹사이트 www.rectoryschool.org

전체 학생수 25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5~9학년 (Boarding)
K~9학년 (Day)

http://www.rectoryschool.org/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기본정보]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종교 없음

ADD/ADHD Support 있음

캠퍼스 사이즈 138 에이커 (약 17만평)

유색인종/유학생 8% / 35%

기숙학생 142명

학급당 평균학생수 10명

교사:학생 비율 1:4

학비(Boarding)
https://www.rectoryschool.org/admiss
ions/tuition

학비(Day)
https://www.rectoryschool.org/admiss
ions/tuition

Supports Learning Differences 
(LD)

있음

토요일 수업 없음

Dress Code Formal

ESL 제공 있음

여름학기 있음

학교대항 스포츠 16개

https://www.rectoryschool.org/admissions/tuition
https://www.rectoryschool.org/admissions/tuition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학교 소개]

렉토리 스쿨은 유치원부터 9학년까지의 과정을 제공하는 사립 남녀공학으로, 
기숙사는 5학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1920년에 Frank H. Bigelow 목사
부부에 의해 설립 되었고, 인종, 종교, 국적과 상관 없이 평등한 교육을
제공한다. 

볼링, 수영, 승마, 스쿼시, 하키, 스키 및 크로스 컨트리, 연극, 사진 등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제공하며, 전통적인 수업방식과 1:1 수업을 함께
접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의 지적, 정서적, 육체적, 사회적인 면들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렉토리 스쿨의 교리는 책임감, 
존중, 정직, 동정심이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코네티컷주의 소도시인 폼프렛에 위치한다. 주변의 세 개의 주요 도시인
하트포드, 우스터, 프로비던스로부터 45분 이내 거리이며, 보스턴에서는
1시간 30분, 뉴욕시에서는 3시간 거리에 있다. 

138 에이커 규모의 캠퍼스에는 8,500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 컴퓨터 및
프로젝터와 스마트보드를 갖춘 25개의 교실, 랭귀지 랩실, iPad를 갖춘 초등
학생 교실, 실험실, 과학실, 음악실, 공연예술센터, 체육관, 기숙사가 자리하
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
• 전년도 9월~12월 15일: 12월 15일까지 모든 서류 제출 (First Round 심사)
• 3월 10일: 입학여부 결정 및 통보

* 12월 15일 이후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Rolling Admission)
* 초등학교 지원은 1월 15일까지 원서 마감이며 그 이후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제출서류와 점수

Middle School Requirements(중학교):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Online Application 제출

추천서 (온라인 제출 선호)
① Englis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영어교사
② Math Recommendation - 현재 담당 수학교사
③ Personal Recommendation - 개인 추천서(옵션)

최종학교성적증명서
재학중인 학교성적증명서

Test 성적
SSAT

TOEFL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제출

인터뷰
방문 인터뷰 권장, 불가능할 경우 Skype 인터뷰 가능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Elementary School Requirements(초등학교): 

✓ 온라인 지원서
✓ 입학신청비($50)
✓ 학교방문 및 인터뷰
✓ 성적증명서
✓ 교사추천서
✓ 부모님 에세이(Parent Statement)

지원방법

렉토리 스쿨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지원
https://pws.inresonance.com/school/rectoryschool/index.php#login

주요 진학대학 (최근 4년간)

Asheville School, Blair Academy, Brooks School, Cate School, Cranbrook 
School, Choate Rosemary Hall, Christchurch School, Cushing Academy, 
Dana Hall School, Dunn School, Deerfield Academy, Episcopal High School, 
George School, Grier School, Gunnery School, Kent School, Lawrence 
Academy, Loomis Chaffee School, Marvelwood School, Millbrook School, 
Northfield Mount Hermon, Oakwood Friends School, Peddie School, Phillips 
Academy Andover, Pennington School, Pomfret School, Salisbury School, 
St. Andrew's School, St. Mark's School, Stevenson School, Tabor Academy, 
Taft School, Woodstock Academy

https://pws.inresonance.com/school/rectoryschool/index.php#login


미국 초중고 유학에 관심이 있으세요?

유학네트 맞춤유학설계를 이용하시면 최고의 에듀플래너들이 나의 상황과
자녀의 상황에 딱 맞는 초중고유학 플랜을 조사해서 보내드립니다.

http://doc.eduhouse.net/books/fsp/survey/index.html


부록

A. 미국 상위 보딩스쿨 리스트

미국 보딩스쿨들에 대해 정확하게 순위를 평가하는 기관이나 기준은 없다.  

평가하는 기관에 따라 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평가 변별력 또한 완벽하

다고 할 수 없다.  각 보딩스쿨마다 개성과 장단점이 다르며, 순위가 높은 학교

라 하더라도 본인과 가장 잘 맞는 학교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보딩스쿨은 대학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과 학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학생이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적합하게 제공하는 학교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학

교들이 지닌 여러 가지 조건을 꼼꼼히 검토 한 후 결정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아래의 랭킹은 일반적인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모든 면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뒤에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진학할 학교를 결정하는 것이 현

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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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학교명 도시 주

1 Phillips Exeter Academy Exeter New Hampshire

2 Phillips Academy Andover Andover Massachusetts

3 Choate Rosemary Hall Wallingford Connecticut

4 The Lawrenceville School Lawerenceville New Jersey

5 The Hotchkiss School Lakeville Connecticut

6 St. Paul’s School Concord New Hampshire

7 Noble and Greenough School Dedham Massachusetts

8 Deerfield Academy Deerfield Massachusetts

9 Cate School Carpinteria California

10 Middlesex School Concord Massachusetts

11 Groton School Groton Massachusetts

12 Cranbrook Schools Bloomfield Hills Michigan

13 The Loomis Chaffee School Windsor Connecticut

14 Milton Academy Milton Massachusetts

15 St. Andrew’s School Middletown Delaware

16 St. Albans School Washington DC

17 Concord Academy Concord Massachusetts

18 The Hockaday School Dallas Texas

19 The Thacher School Ojai California

20 Peddie School Hightstown New Jersey

21 Hackley School Tarrytown New York

22 St. Stephen’s Episcopal School Austin Texas

23 Woodside Priory School Portola Valley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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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학교명 도시 주

24 St. Mark’s School Southborough Massachusetts

25 The Taft School Watertown Connecticut

26 The Webb Schools Claremont California

27 Emma Willard School Troy New York

28 The Athenian School Danville California

29 Thomas Jefferson School Saint Louis Missouri

30 Shady Side Academy Pittsburgh Pennsylvania

31 Pomfret School Pomfret Connecticut

32 Lake Forest Academy Lake Forest Illinois

33 United World College USA Montezuma New Mexico

34 Oregon Episcopal School Portland Oregon

35 Western Reserve Academy Hudson Ohio

36 Episcopal High School Alexandria Virginia

37 Northfield Mount Hermon School Mount Hermon Massachusetts

38 Westtown School West Chester Pennsylvania

39 The Hill School Pottstown Pennsylvania

40 Blair Academy Blairstown New Jersey

41 Kent School Kent Connecticut

42 Georgetown Preparatory School North Bethesda Maryland

43 Indian Springs School Indian Springs Alabama

44 The Madeira School McLean Virginia

45
The International School of 
Minnesota

Eden Prairie Minnesota

46 Culver Academies Culver I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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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학교명 도시 주

47 The Village School Houston Texas

48 Iolani School Honolulu Hawaii

49 Riverstone International School Boise Idaho

50 George School Newtown Pennsylvania

<출처: 2020 Best Boarding High Schools in America>
https://www.niche.com/k12/search/best-boarding-high-
schools/?utm_source=gppc&utm_campaign=gppc_boarding_int
&gclid=EAIaIQobChMIiaXqisDm5AIVRYK9Ch3IfwLTEAEYASAAEgI
x6_D_BwE

https://www.niche.com/k12/search/best-boarding-high-schools/?utm_source=gppc&utm_campaign=gppc_boarding_int&gclid=EAIaIQobChMIiaXqisDm5AIVRYK9Ch3IfwLTEAEYASAAEgIx6_D_BwE


<초중고 유학을 위한 유용한 웹사이트들>

Top Test Prep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Boarding School Review

Private School Review

Gateway to Prep School

http://toptestprep.com/best-boarding-school-rankings/
http://www.boardingschoolreview.com/
http://www.privateschoolreview.com/
https://www.gatewaytoprepschools.com/


PrepReview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Concord Academic Services

TABS

http://www.prepreview.com/
http://www.casedu.com/en/schools/usa
http://www.boardingschools.com/find-a-school/quick-lists/Military-Schools


B. 미국 초중고 유학에 필요한 각종 시
험정보

1. SSAT (Secondary School Admission Test)

SSAT는 미국 사립 중등학교 입학시험으로 Grade 3부터 PG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다. Elementary(초급), Middle(중급), Upper(고급) 등 세 가지 레

벨로 나뉜다. 시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시행되는 데, Standard 

Administration(정기시험)은 연간 8회 지정된 날짜(토요일)에 전 세계의

모든 시험센터에서 시행되는 시험이며, Flex Administration(임시시험)은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시험으로, 정기시험일로 지정된 날짜와 다른 날짜

에 시험이 시행된다. 

SSAT는 성취도를 평가하는 학교 내신과는 달리 지원자의 학업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주 목적은 지원자의 기초 언어(Verbal), 수리

(Quantitative), 읽기(Reading)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SSAT의 결과

는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SSAT Level 및 Format>

✓ Elementary Level SSAT–현재 Grades 3-4학년

✓ Middle Level SSAT–현재 Grades 5-7학년

✓ Upper Level SSAT-현재 Grades 8-12학년

SSAT는 다섯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데, 2개의 수리 영역

(Quantitative/Math), 1개의 언어 영역(Verbal), 1개의 독해 영역

(Reading Comprehension), 1개의 작문 영역(Writing)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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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문항 수 수험 시간

Section 1 수리 (Quantitative/Math) 30 30

Section 2 언어 (Verbal) 30 20

휴식 Break 15

Section 3 독해 (Reading) 28 30

논술 Writing Sample 1 prompt 15

Totals 89 110분

Grade 3~4, 초급시험 Elementary Level Test Format

Section 문항 수 수험 시간

논술 Writing Sample 1 25

휴식 Break 5

Section 1 수리 (Quantitative) 25 30

Section 2 독해 (Reading) 40 40

휴식 Break 10

Section 3 언어 (Verbal) 60 30

Section 4 수리 (Quantitative) 25 30

Section 5 실험문항 (Experimental) 16 15

Totals 167 3시간 5분

Grade 5~7, 중급시험 Middle Level Test Format & Grade 8~11, 고급

시험 Upper Level Test Format



1.1. Upper Level Test 영역별 내용

* 각 레벨 별 시험 포맷에 대한 상세 내용은 SSAT 웹사이트 참조

Writing Sample(논술)

두 개의 주제 중 1개를 선택 (Creative writing prompt / essay-type 

prompt)하여 25분내에 작성해야 한다. 성적은 평가하지 않으나 지원하는

학교로 SSAT 성적과 함께 보내져 학교측에서 지원자의 writing 능력을 확인

할 수 있다. 집으로 보내지는 성적표에는 함께 동봉되지 않는다. (복사본을 요

청하는 경우 별도비용 지불).  비교적 짧게 주어지는 주제를 확실히 파악하고, 

그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장황

하게 쓰지 말고 간략하게 의견을 표현하여 시간 내에 완성하는 것이 좋다.

Quantitative(Math) Section(수리, 수학)

전체 50문항으로, 2개의 파트로 나뉘어지며, 산술, 기초 대수, 기하학, 기타

수학적 개념의 풀이 능력을 평가한다. 각 파트당 25문제씩 각 30분간 시험을

본다. 사칙연산과 백분율, 소수 및 정수, 비율, 양수와 음수의 개념, 대수의 기

본 개념, 기하의 기본 개념 및 치수, 그래프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 학생들에

게는 비교적 쉬운 분야다. 영어로 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거의 모두

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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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Comprehension Section(독해)

총 40문제이며, 글을 읽고 주어진 글의 주제나 추론을 끌어내는 문제, 또 지문

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능력을 측정한다. 40분간 진행되며, 

각 지문은 250~350자 정도의 길이로 문학소설(Literary fiction), 인문

(Humanities-biography, art, poetry), 과학(Science-anthropology, 

astronomy, medicine), 사회(Social studies-history, sociology, 

economics) 분야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각 지문에 대한 내용 및 작가의 스

타일, 목적, 관점에 연관된 질문이 나오며, 소설, 시, 단편소설, 에세이의 서술

형태와 주제에 대한 관점을 정의하는 논쟁 형태의 지문을 사용한다. 

Verbal Section(언어, 어휘)

총 60개의 문항 중 동의어(Synonyms) 관련 30문항, 유사어(Analogies) 

관련 30문항으로 구성된다. 동의어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같거나 거의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고르는 것이며, 유사어는 단어들간의 관계를 포착하는 능력

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어휘력, 언어추리, 논리적으로 아이디어를 연계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섹션으로 30분간 진행 된다. 어휘섹션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 나라의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며 어휘력 배양을

위해서 접두어, 접미어, 그리고 어간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perimental Section(실험 문항)

16문항으로 SSAT Board에서 장차 새로운 시험 문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다.  출제된 문제들이 장래 SSAT 시험문제로서 적합한지

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이런 실험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문제

는 미래의 SSAT 문제로 활용된다. 성적평가는 하지 않으며 15분간 진행된다. 

여섯 개의 언어, 5개의 읽기, 5개의 수리 문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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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점 방식

SSAT는 틀린 문제에 벌점을 매긴다. 다시 말해서 정답에 1점을 가산하고 오

답에 1/4점을 감산한다. 이는 수험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적당히 채워넣기 식

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답을 '찍

기'로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선다형문제는 5개의 항목 중에 하나의 답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답을 찍으면 정답을 맞출 가능성은 당연히 20%이다. 하지만 정답

이 아닌 것들을 두개 정도 추려낼 수 있다면 3개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므로 찍은 항목이 정답일 가능성은 1/3로 커지게 된다. 이쯤 되면 답을 '찍기'

로 선택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다섯개중 세개의 오답을 찾아 낼 수 있

다면 정답을 선택할 확률은 반반이 된다. 그러나 오답을 한 문항도 가려낼 수

없다면 답란을 빈칸으로 남겨두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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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험 등록

① www.ssat.org에 접속

② 등록 마감일 확인

③ “Register Online”클릭

④ 예전에 시험을 등록했던 경우: Web Login ID & password 입력

⑤ Student Information, Test Information, Score Reporting 

Information을 입력하고 비자/마스터 카드 정보입력

⑥ 입력했던 정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신청자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맞으

면 confirm 클릭

⑦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SSAT Admission Ticket"을 출력

[준비물]

✓ 여권: 신청자의 이름은 여권상의 이름과 동일해야 한다.

✓ 해외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해외 사용 가능한 VISA/MASTER 카드로만

수험비용 지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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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적표 판독 방법

성적표에는 상단부분에 이름과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주소, 테

스트센터, 테스트 레벨, 학년, 성별, 생년월일 등 수험자의 인적 사항이 표시

되고, 둘째 부분에 성적이 표기된다. 테스트 레벨에 따라 점수 스케일이 다르

다. 

SSAT 성적 및 스케일

✓ SSAT 성적은 3가지 영역(Verbal, Quantitative/Math, Reading)으

로 나뉘며, 세 영역의 총점도 함께 나온다. 

✓ Middle Level SSAT의 최저점은 영역별 440점이며, 최고점은 710점

이다.

✓ Upper Level SSAT의 최저점은 영역별 500점이며, 최고점은 800점 이

다.

✓ 종형곡선상의 표기는 평균에서 50% 상위권 및 50% 하위권을 표기한다. 

SSAT Percentile (백분위 점수)

SSAT Percentile은 1(최저)~99(최고)로 배점되며, 지난 3년간 미국과 캐

나다에서 정기시험을 치른 같은 학년 및 성별의 학생들 성적을 비교 평가 한

것이다. 예를 들어, 90%란 수험생 100명 중에 자기보다 못한 학생수가 90

명이란 뜻이고 99%는 100명중에 1등이다. 보통 40대 명문 학교는 최소

90%는 나와야 한다.  SSAT 점수는 시험을 치른 후 2주가 지나면 지정 학교

에 통보된다. 집으로 우송된 학부모용 점수(parent's copies)는 학교통보

후 4주가 지나면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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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9-20 시험 등록 일정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정기시험일 (토) 19-Oct-2019

등록마감일 (등록시작 2019.8.1부터) 28-Sep-2019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45 추가비용) 29-Sep-2019

2차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85 추가비용) 6-Oct-2019

등록마감일 (수, EST 11:59 마감) 16-Oct-2019

정기시험일 (토) 16-Nov-2019

등록마감일 (등록시작 2019.8.1부터) 26-Oct-2019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45 추가비용) 27-Oct-2019

2차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85 추가비용) 3-Nov-2019

등록마감일 (수, EST 11:59 마감) 13-Nov-2019

정기시험일 (토) 14-Dec-2019

초급 시험 가능 E

등록마감일 (등록시작 2019.8.1부터) 23-Nov-2019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45 추가비용) 24-Nov-2019

2차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85 추가비용) 1-Dec-2019

등록마감일 (수, EST 11:59 마감) 11-Dec-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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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일 (토) 4-Jan-2020

초급 시험 가능 E

등록마감일 (등록시작 2019.8.1부터) 14-Dec-2019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45 추가비용) 15-Dec-2019

2차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85 추가비용) 22-Dec-2019

등록마감일 (수, EST 11:59 마감) 1-Jan-2020

정기시험일 (토) 8-Feb-2020

초급 시험 가능 E

등록마감일 (등록시작 2019.8.1부터) 18-Jan-2020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45 추가비용) 19-Jan-2020

2차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85 추가비용) 26-Jan-2020

등록마감일 (수, EST 11:59 마감) 5-Feb-2020

정기시험일 (토) 7-Mar-2020

초급 시험 가능 E

등록마감일 (등록시작 2019.8.1부터) 15-Feb-2020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45 추가비용) 16-Feb-2020

2차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85 추가비용) 23-Feb-2020

등록마감일 (수, EST 11:59 마감) 4-Mar-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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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시험일 (토) 25-Apr-2020

초급 시험 가능 E

등록마감일 (등록시작 2019.8.1부터) 4-Apr-2020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45 추가비용) 5-Apr-2020

2차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85 추가비용) 12-Apr-2020

등록마감일 (수, EST 11:59 마감) 22-Apr-2020

정기시험일 (토) 13-Jun-2020

초급 시험 가능

등록마감일 (등록시작 2019.8.1부터) 23-May-2020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45 추가비용) 24-May-2020

2차 추가등록 시작일 (EST 자정부터, $85 추가비용) 31-May-2020

등록마감일 (수, EST 11:59 마감) 10-Jun-2020

EST: 미국 동부(뉴욕 등) 표준시간



1.6. 시험 장소

한국에서 SSAT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아래 두 학교이며 장소는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에 확인한다. 

✓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Campus)

✓ 계원중학교 (Gaewon Middle Schoo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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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험 비용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등록형태 테스트 유형
비용

(US$)
Timing

Regular 정기

Domestic Standard-
Middle/Upper Level 중급/고급

144
테스트 3주전

마감(미국, 캐나다, 사모아, 푸에르토리코, 
사이판, 버진아일랜드에서 응시하는
경우)

Regular 정기

International Standard-
Middle/Upper Level 중급/고급

279
테스트 3주전

마감(위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서 응시하는
경우)

Late 추가등록 등록비+추가비 (US$45)
테스트 3주전 시
작 ~ 2주전 마감

Rush 2차 추가등록 등록비+추가비 (US$85)
테스트 2주전 시
작 ~ 테스트 주

수요일마감

Regular 정기 Elementary Level 초급시험 197

Change Fee 변경비 시험일 혹은 시험장소 변경시 추가비 35



2. ISEE (Independent School Entrance Exam)

ISEE는 미국 사립학교 입학 시험으로, ERB: The Education Records 

Bureau https://www.erblearn.org/ 에서 주관하는 시험이다. 지역과 학

교에 따라 SSAT와 ISEE 시험 선호도가 다르지만, 점점 SSAT와 ISEE 시험

둘 다 인정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지원학교가 어떤 시험을 인정하고 있

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ISEE Levels & 대상 학년>

✓ Primary: Grades 2~4 입학지원이자 (온라인 시험만 가능)

✓ Lower: Grades 5~6 입학지원이자 (온라인, 페이퍼 시험 가능)

✓ Middle: Grade 7~8 입학지원이자 (온라인, 페이퍼 시험 가능)

✓ Upper: Grades 9~12 입학지원이자 (온라인, 페이퍼 시험 가능)

개인 및 그룹 단위로 응시 가능하며, SSAT와 달리 오답 감점이 없다. ISEE는

지원자의 읽기 능력과 인문과 사회과학에 대한 인지능력을 파악하는 시험으

로, 언어 사고능력, 합리적 수리능력 등 지원자의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이다. 따라서, 어휘력(Verbal Reasoning), 수리력(Quantitative 

Reasoning),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 수학 실력

(Mathematics Achievement)을 평가하고, 주어진 논제에 맞춰 에세이

(Essay Writing)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에세이는 성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성적과 함께 학교에 통보된다. ISEE는 수험 횟수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6개월에 1회만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일부 사립학교는 인터뷰 후에 학교에

서 ISEE 시험을 치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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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OEFL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TOEFL은 미국 교육평가원(ETS: Education Testing Service 

www.ets.org)에서 주관하는 영어시험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의

영어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을 대상으로 18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소재하는

2,400개 이상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원)에서 입학지원자들의 영어 실력

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TOEFL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사립 중, 고등학교 지원자들 중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거나, 최근

3~4년 이상 영어로 교육받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TOEFL 시험성적 제출을

요구하며, 명문 사립 보딩스쿨 지원자들의 평균 TOEFL IBT 성적은 최소

100점~110점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TOEFL시험의 형태는 PBT (Paper Based Test), CBT (Computer 

Based Test), IBT (Internet-Based Test) 등 3가지가 있는데, 이중 IBT 

(Internet-Based Test) 시험이 Speaking(말하기) 테스트가 추가된 새로

운 형태의 차세대 TOEFL로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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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OEFL IBT란?

TOEFL IBT는 Internet-based Test 약자로 PBT(Paper- based Test)

와 CBT(Computer- based Test)의 뒤를 잇는 차세대 토플을 일컫는 말로

고사장의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Speaking 영역과 한층 강화된 Writing 영역이 추가된 새로운 시험유형으로, 

기존 시험에 비해 학술적 환경에서의 영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데 더욱 적합

한 시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ETS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시험을 선보인

이유는 아시아계 학생들이 토플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 구사능력은 떨어지므로 미국 대학들에서 말하기 시험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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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BT 시험의 특성

말하기 영역이 생기고, 문법 영역은 사라졌다.
PBT, CBT 시험의 고득점자 중 실제 영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들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하기(Speaking) 시험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PBT, CBT 시험에 있던 문법(Structure) 영역은 없어져 문법 실력만

따로 측정하지는 않게 되었다.

통합형 문제가 출제된다.
언어의 4가지 영역(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통합형

문제가 말하기(Speaking)와 쓰기(Writing) 영역에 추가되었다. 말하기 영

역에서는 '읽고 듣고 말하기', '듣고 말하기' 두 문제가, 쓰기 영역에서는 '읽

고 듣고 쓰기' 한 문제가 출제된다.

시험보면서 필기(Note-taking)를 할 수 있다.
네 가지 영역 모두 시험을 보면서 필기(Note-taking)를 할 수 있다. Note-

taking을 잘 하는 것이 iBT 토플 시험을 잘 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Note-taking 연습을 철저히 해야 한다. Note-taking에 필요한 종이와 연

필은 고사장에서 나누어주고, 시험이 끝나면 수거해가는 방식이다.

인터넷으로 성적 확인이 가능.
시험일로부터 15일(주말, 공휴일제외) 후에 인터넷으로 ETS 토플 등록 사이

트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 성적표는 15일 + 7~10일 후 신청한 주소로

도착한다. 성적표에는 총점, 영역별 실력평가와 Feedback(영어 구사력 설

명)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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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BT 시험 영역별 구성 및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구성과목 문항 수 시간 점수

Reading

3~5개의 독해 지문 (각각 13~14개 문항)
• Part 1: 지문 1개 - 20분
• Part 2: 지문 2개 - 40분
• Part 3: 지문 2개 - 40분

60~80분 30점

Listening
4-6개의 강의 혹은 토론 (각각 6개 문항)
2~ 3개의 긴 대화 (각각 5개 문항)

60~90분 30점

Break 10분

Speaking
2개의 독립형 과제 (Independent task)
4개의 통합형 과제 (Integrated task)

20분 30점

Writing
1개의 통합형 과제 (Integrated task)
1개의 독립형 과제 (Independent task)

50분 30점



4. AP (Advanced Placement)

AP는 북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대학

수준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대학위원회 College 

Board(https://www.collegeboard.org/)가 제공하고 있는 커리큘럼이

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수강하는 대학 과목으로 대학 학

점을 미리 취득한다고 보면 된다. 

College Board는 매년 AP 시험을 실시하여 AP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실

력을 평가하고 있다. 국내 시험은 매년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시행되며, 시

험의 난이도는 대학교 1,2학년 수준이다. 5점 만점이며, 3점 이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의 대학교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성적은 대학 입학

시, 가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AP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대학

에서도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인다. 10학년때부터 수강이 가능하나, 대개 11

학년부터 수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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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P의 장점

AP 수강은 입학 사정 시 유리하고, 대학 입학 후 조기 졸업도 가능하게 한다.

AP 수강의 장점을 들자면, ‘AP Scholar Award’를 받을 수 있고, 대학 입학

신청시 성적을 제출하여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일 수 있

다는 점이다. 한편, 대학을 일찍 졸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AP 과목 학

점을 인정받고, 다른 학생들보다 적은 수의 과목을 들어도 되므로 수업에 대

한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는 곧 다른 과목 수업에 더 치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학부에서의 성적을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Harvard 대학에서 발표한 AP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하버드 입학생들

의 평균 AP 과목은 5개 이상이고, 점수는 대부분 5점 만점을 받았다. 대부분

의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점(GPA)과 등수(Class rank), 얼마나 어려운 과목

에 도전했나 등은 AP, IB 또는 Honor 코스 등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매우 유

리하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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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P과목들

AP Capstone 

• AP Research 

• AP Seminar 

Arts 

• AP Studio Art: 2-D Design

• AP Studio Art: 3-D Design

• AP Art History 

• AP Studio Art: Drawing

• AP Music Theory 

English 

• AP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 AP English Literature and Composition

History & Social Science 

• A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 AP European History 

• AP Human Geography

• AP Macroeconomics

• AP Microeconomics

• AP Psychology

• AP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Politics

• AP United States History 

• AP World History: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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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 Computer Science 

• AP Calculus AB 

• AP Calculus BC

• AP Computer Science A 

• AP Computer Science Principles

• AP Statistics 

Sciences 

• AP Biology 

• AP Chemistry

• AP Environmental Science 

• AP Physics 1: Algebra-Based

• AP Physics 2: Algebra-Based

• AP Physics C: Electricity and Magnetism

• AP Physics C: Mechanics

World Languages & Cultures 

• AP Chinese Language and Culture

• AP French Language and Culture

• AP German Language and Culture

• AP Italian Language and Culture 

• AP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 AP Latin

• AP Spanish Language and Culture

• AP Spanish Literature and Culture 

자료출처

http://research.collegeboard.org/programs/ap/data/archive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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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P 시험과 채점방식

1) 구성

각 과목마다 시험시간이나 문항 수, 시험기간 등이 제 각각이지만 대부분 객

관식 문제(Section I : Multiple-choice Questions)와 주관식 문제

(Section II: Free Response Questions)로 영역이 나눠져 있다. 

2) 점수

객관식은 5지 선다형이며, 주관식은 에세이, 짧은 서술형 등 과목 특성에 따

라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한다. 주관식 답의 경우 College Board에서 모범 답

안으로 제시한 요점들이 얼마나 답안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점수가 매겨

지며, 객관식의 경우 틀린 문제에 대한 감점없이 맞은 문제만 점수에 반영된

다. 과목마다 다른 점수 분포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4점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점수는 1점부터 5점으로 주어

지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성취도가 높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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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tremely well qualified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했을 때 A를 받을 수
있는 수준

4점 Well qualified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했을 때 B를 받을 수
있는 수준

3점 Qualified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했을 때 C를 받을 수
있는 수준

2점 Possibly qualified 
대학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했을 때 D를 받을 수
있는 수준

1점 No recommendation 의미 없음



3) 시험 소요시간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된다.

4) 문제형식

객관식은 5지 선다형이며, 주관식의 경우 에세이, 짧은 서술형 등 과목 특성

에 따라 다양한 형식으로 출제된다. 또한 AP 미술과목의 경우 학생들에게 작

품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기도 한다. 

5) 시험일정

AP 시험은 매년 5월 실시되며 대개 1~3주 사이 약 10일간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시험이 진행되는데, 과목마다 시험 응시일시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것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시험 일정상 2개의 과목이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배정되어 있는 경우,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지정된 일시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AP Late에 신청하여 (2주간의 정규 시험일정이 끝난

이후) 5월말에 배정되어 있는 다른 날짜에 시험을 볼 수도 있다. 

2020 AP Exam Dates 시험일정 안내

https://apstudents.collegeboard.org/exam-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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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결과

7월 중 학생 및 학생이 속한 고등학교, 그리고 학생이 지원한 대학교에 통보

된다.

College Board 에서 수상하는 AP 우수상과 레벨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AP Scholar 3과목 이상의 AP시험에서 평균 점수 3점 이상 받은 경우

AP Scholar with Honor
4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평균
점수 3.25 이상 받은 학생

AP Scholar with 
Distinction

5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의 성적을 받고, 평균
점수 3.5 이상 받은 학생

State AP Scholar
미국의 각 주 State에서 평균 점수가 제일 높은 남학생 1명
과 여학생 1명에게 수여 (요건: 3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을 받고, 적어도 3.5점 이상을 받은 학생) 

National AP Scholar 8과목 이상의 AP시험에서 평균 점수 4점 이상 받은 학생

자료출처
http://professionals.collegeboard.com/k-12/awards/ap-scholar

http://professionals.collegeboard.com/k-12/awards/ap-scholar


AP 코스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 지원이 되지 않는가?

✓ AP코스가 없는 학교 재학생인 경우는 대학입학 사정관도 학교상황에 맞

는 입학기준을 적용

✓ 오히려 AP가 있는 학교 내에서 AP 코스를 듣지 못하면 실력이 낮은 학생

으로 평가

✓ AP가 제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별도로 AP시험에 응시하면 높

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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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 기관 IBO에서 국제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입학

에 요구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수준과 그 평가기준을 만들고자 1968년부터

개발한 2년간의 고등학교 국제학위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A-level과 함께 영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는 현재 세계 120여개국, 2,145개의

학교에서 IBO의 철저한 규정에 의해 수업이 진행하고 있다. 과정은 11학년부

터 시작하며, 10학년에는 Pre IB 프로그램를 통하여 정식 IB 과정 수강능력

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 9학년

에 신청할 수 있다. IB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에서 인정

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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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IB 과정

IB 과정은 대학진학 전 (일반적으로 16-18세) 마지막 2년간의 고등학교 교

육과정으로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 Six Academic Subjects: 학생들은 아래 6개 그룹에서 각각 1개의 과목

을 택한다.

• First Language(제1 언어), Second Language(제2 외국어), 

Individuals and Societies(지리, 역사, 경제, 경영 등), Science(물

리, 화학, 생물 등),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수학, 

컴퓨터과학), The Arts(음악, 미술 등)

• 선택한 6개 과목에서 3개는 Higher Level (HL)로, 나머지 3과목은

Standard Level (SL)로 선정한다. 각 과목별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7점 만점으로 채점받으며, 최종적으로 6과목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받는다.

✓ Theory of Knowledge (TOK):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

을 하고 있는지 파악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실 안팎에서 참여하는 체험들

을 바탕으로 한다.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하는 법, 결과를 분석하는 법 그

리고 스스로 이치에 맞는 토론을 하고 논쟁하는 법을 배운다.

✓ An Essay of 4,000 Words (EE): 주어진 관심사들에 대한 조사, 연구

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이는 대학에서 필요한 스스로 연구, 

조사하는 법과 에세이 작성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 Creativity, Action and Service(CAS): 극장에서 음악 만들기, 스포츠, 

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재능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Further Education / Career Opportunities: 학생들이 받은 IB 디플

로마는 영국 내 대학들을 포함하여 전세계 10여개국의 대학교들에서 인

정받게 된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5.2. IB Exam

✓ 시험 날짜: 매년 5월과 11월 두 번 실시

✓ 결과 발표: 7월, 1월 통보

✓ 시험은 HL과 SL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HL 3과목 + SL 3과목, 총 6과목

을 선정

• HL(Higher Level): 240시간을 공부하는 고급 단계

• SL(Standard Level): 150시간을 공부하는 일반 단계

✓ IB Diploma 수료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 점수는 24점 (6개 그룹의 수업

을 한 과목씩 필수적으로 이수)이지만,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37

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 (24점 이하인 경우 Diploma가 아닌

Certificate 발행)

✓ 각 과목당 7점 만점으로 6과목 X 7점= 42점 만점 + 3점 (TOK/EE/CAS

에서 Satisfactory 이상일 경우 점수 획득) = 총 45점 만점

※ 참고 1: 대학들의 학점 인정

IB Diploma가 있는 경우,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전공기초과목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미국의 대다수 대학들은 1학년 교양학점 (Freshman 

General Requirements)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음 (물론 IB에서 수강한

과목 시험에서 5점 이상을 받은 경우에 한함). 결과적으로 IB는 AP보다 더 우

수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 명문대학들에서 대부분 인정하

고 있음. 

※ 참고 2: 국내에서도 수강 가능

부산외고(PFLHS), 경기외고(GAFL), 경기수원외국인학교(GSIS), 서울외

국인학교(SFS), 대전국제학교(TCIS), 제주국제학교(N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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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SAT/NMSQT (The Preliminary SAT, SAT 모의고사)

NMSQT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국가 장학

생 선발시험)

PSAT(Preliminary SAT)는 모의 SAT 성격의 시험으로 일종의 모의수능시

험이다. 보통 10학년이나 11학년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정식 SAT를

보기 전에 자신의 학업수준을 확인해 보는 기회로 활용하거나, 대학입학 상담

에 필요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매년 10월에 1회 응시기회가 있고, 점수는 대학에 제출하지 않지만, 상위

2% 정도는 자연스럽게 대학 측에 알리게 된다. 세 과목 – Math (수학), 

Critical Reading (비평적 독해), Writing(작문)으로 나뉘어지며, 영역별

최하 20점에서 최고 80점으로 총점은 최하 60점에서 최고 240점이다. 시험

시간은 총 2시간 10분이며, 시험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College Board에서는 NMSC (National Merit Scholarship 

Corporation, 국가장학생선발 주관사)와 공동으로 PSAT 성적이 좋은 학생

5만명을 대상으로, 국가 장학생 선발시험인 NMSQT(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를 시행하여 국가장학생 (National Merit 

Recognition Program)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SAT 점수는 대학 입학지원에 사용되지는 않으나, PSAT 성적을 바탕으로

국가장학생 (National Merit Scholarship) 최종 후보에 오르거나 장학생

으로 선발되면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아이비 리그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는 국가장학생 (National Merit Scholarship) 후보에 선정되었

던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https://collegereadiness.collegeboard.org/psat-nmsqt-psa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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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AT (Scholastic Achievement Test)

SAT는 미국 학부진학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평가고사로 미국 대학

위원회(The College Board, https://www.collegeboard.org/)와

ETS(Education Testing Service)가 공동 주관한다. SAT는 사고력시험인

Reasoning Test와 과목별 시험인 Subject Test로 나누어 지는데, SAT 

Reasoning Test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고, SAT Subject Test

는 과목별 지식을 측정한다.

7.1. SAT Reasoning Test (SAT I): 600~2400점 / 3시간
45분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Evidence-based Reading 
& Writing
200~800점
65분/52문제

Reading : 65분, 52문제
Writing and Language : 35분, 44문제

Mathematics
200~800점
80분/58문제

계산기 사용: 25분, 20문제
계산기 사용 불가: 55분, 38문제

Essay(Optional)
2-8점
50분/선택사항

긴 지문을 읽고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개진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글을 작성

Total
180분(230분 with essay), 154문제(155문제 with 
essay)

https://www.collegeboard.org/


7.2. SAT Subject Test (SAT II)

SAT Subject Test는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SAT II는 SAT I과

달리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목 중에서 특정 과목을 선택해 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받는 시험이다. 총 20과목으로 대학마다 성적을 요구하는 과목이

다르다. SAT II 성적의 경우 요구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또 요구하더라도 대

학교마다 성적을 요구하는 과목이 다르므로, 희망 대학에 문의 후 과목을 선

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명문대학에서는 영작문, 수학, 그리고 추가 1과목 등

총 3과목 시험을 요구한다. 

하루 최대 3과목까지 응시 가능하다. SAT II는 SAT I과 같은 날 실시하지만

동시에 볼 수는 없으며, 하루 최대 3과목까지 응시가 가능한데, 이 경우 시험

시간은 60분으로 영작문과 2개의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과목은

800점이 만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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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glish (영어) Literature

2. History (역사) US History, World History

3. Mathematics (수학) Mathematics Level 1, Mathematics Level 2

4. Science (과학) Biology, Chemistry, Physics

5. Language Test, 
Reading  Only (독해)

French, German, Spanish, Modern Hebrew, 
Italian, Latin

6. Language Test with 
Listening (청취력)

French with Listening, German with Listening, 
Spanish with Listening, Chinese with Listening, 
Japanese with Listening, Korean with Listening 

* 참고: 하버드를 비롯한 매우 우수한 대학들은 3과목 이상 보는 것이 유리하다.



8. ACT (American College Test)

미국의 시험기관인 ACT (The 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에

서 주관하고 있는 표준화된 미국 대학입시 시험 중 하나다. 대학교육에 필요

한 일반적 학업능력을 측정하던 SAT와는 달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기초

한 구체적인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입학시

험으로 SAT를 많이 치르지만 ACT (American College Test)도 미국 유학

시험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 전체 대학들에서 SAT와 마찬가지로 ACT를 인정해 주고 있다.  SAT가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에 중심을 두고 개발된 시험이라면, ACT는 고교 교과과

정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사용되

는 교과서와 학습자료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핵심적인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

고 개발된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능처럼 ACT는 학교

수업내용이 시험범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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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ACT의 특징

ACT 는 영어, 수학, 독해, 과학, 작문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지

선다형으로 시험시간은 약 3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작문은 희망에 따라 추가

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영어는 총 75문항 45분, 수학은 총 60문항 60

분, 독해는 총 40문항 35분, 과학은 총 40문항 35분, 선택과목인 작문은 총

1문항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ACT 시험은 대교에서 주관하고 있으므로 대교 웹사이트를 통해 자

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험일 5주전 금요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각 과목당 만점은 36점이며 이 4과목의 평균 점수(Composite Score)가

ACT점수이다. 그러므로 최저 점수는 1점이고 최고 점수는 36점이다. 성적

통보는 개인 성적과 고등학교 단체 성적을 학교로 보내주므로 시험 신청 시에

학교 코드를 꼭 기입해야 하다. 하지만 7월 시험에서는 성적을 학생 개개인에

게 우송한다. 만약 ACT를 여러 번 치렀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ACT 성적

을 대학에 제출한다.

미국 초중고유학 가이드북



8.2. SAT vs ACT

SAT는 SAT-1과 SAT-2의 3과목 (22개 과목에서 선택) 등 총 4과목을 치

러야 하지만, ACT 시험은 1회 치르면 되므로 학생들에게 부담이 적다. 그리

고 Bryn Mawr College, Boston College, Duke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ACT를 치른 학생에 대해 SAT-2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다. 

중서부 및 남부의 대학들이 ACT 점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캔자스, 아

이오와, 네브라스카, 루이지애나, 웨스트버지니아 등의 주립대들은 ACT 성

적만 요구하거나, ACT 성적을 SAT 성적보다 우선한다. 최근 들어 UCLA나

UC Berkeley, 육군사관학교, 시카고, 텍사스, 포모나 칼리지, 하버드, MIT, 

스탠포드 등 동부의 전통적인 명문 대학들도 ACT 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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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ACT

평가목표
일반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평가

전체적인 교육 발달 정도와 대학수준
과정을 마칠 수 있는지 능력 평가

시험파트 Reading, Math, Essay(선택)
English, Math, Reading, 
Science + Writing(선택)

시험시간 3시간 5분
2시간 55분 (쉬는 시간 없음), 
Writing (30분)

점수 각 파트 별 800점 만점 각 파트 별 36점 만점

채점방식 틀린 답에 대한 감점 처리 정답만 채점

문제유형 선다형 질문 + 수학 주관식 질문 선다형 질문

문제수 154 문제 215 문제



세계를 향한 꿈
유학네트가 함께 열어갑니다

당신의 꿈이 그저 꿈꾸는 것에 멈추지 않도록
20년 후에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실패의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꿈으로 이어지는 모든 문이 언제나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전 세계의 유학 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 유학 네트워크, 

유학네트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껏 꿈꾸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