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이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초중고 유학, 쉽지않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만큼 성공의 과실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장차 수십년에 걸쳐 금전적, 시간적, 애정적 투자에 대

한 막대한 과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만큼 위험수준이 높은 것이 초중

고 유학분야 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유학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조심하고 더

많은 시간과 검토와 예측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이

작은 책자가가 초중고 유학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현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유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친척이나 지인집에

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면, 유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학문제, 학업 및 일상생

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직면하여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

제들을 관리해주고 학생 개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현지 가디언이나

지인이 없다면 어린 학생들이 유학생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쉽

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이 유학 중에 느끼는 집에 대한 향수, 음주나 마약, 폭력

등은 학생을 항상 만나주고 들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유들입니다.  친척이나 친지가 무상 혹은 유상으로 이런 역할

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의 역할은 보조적으로 유지하고 (학생

외로울 때 주말에 놀러가서 같이 지내는 등), 주된 역할은 전문기관에 맡겨 두

는 것이 업무처리의 전문성이나 그들의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 등을 감

안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 유학을 떠나

는 중고생 학생들이 스스로 유학생활에 적응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

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혹은 원하는 대학에 무사히 입학할 때까지는 이런

도움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길 적극적으로 권해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유학생들을 위한 학업+일상생활 케어+주중/주말 액티비

티+진로상담+숙소관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여러 학교들을 소개합니다.  이

런 학교들은 학생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대학진학에 필요한 시험준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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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담 및 수속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므로 학생과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선

택할 수 있는 학교들입니다.  만약 1년이나 2년 뒤 적응 과정이 끝나고 수준이

더 높은 명문학교로 전학을 원하면 유학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따

라서 원만한 유학생활을 위한 전초 학교로서 뒤에서 설명하는 학교들과 프로

그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유학은 공부 못해서 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잘해 볼 기회”를 가져

보기 위해서 또는 우리보다 수십년 앞선 제도와 경험과 확고한 교육미션으로

운영되는 선진국의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의 교육”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

견이나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나 패배감을

심어 줄 수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회사, 전문가와의 상담, 유학진

행을 해야만 중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 목표에 어긋난 방향으로 흐르더

라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사가 아니더라도 바

로 이점만은 유념하여 전문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변호사에게, 병

은 의사에게 서비스를 받듯이, 유학은 반드시 유학 전문가에게 도움과 서비스

를 받아야 합니다.

유학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우리 청소년

들이 장차 세계 무대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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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안 카톨릭 고등학교
Marian Catholic High School

설립년도 1958년

위치 일리노이주 시카고 하이츠 (Chicago Heights, IL)

웹사이트 http://www.marianchs.com/

전체 학생수 약 966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marianchs.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17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5점

유학생 5%

교복 있음

교직원수 65명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3

AP & Honors 과목 49개

학비 & 기숙사비 $70,850 (관리형 프로그램)

특별활동 45개 이상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입학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브라운, 콜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컬리지, 듀크, 조지타운, 하버드, MIT, 미

시건 주립, NYU, 스탠포드, 시카고, 노틀담, 유펜(UPENN), 밴더빌트, 워싱

턴 세인트 루이스, 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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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일리노이주 시카고 하이츠에 소재한 메리안 카톨릭 고등학교는 1958년 스프

링 필드의 도미니크 자매(Dominican Sisters)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둔 명문 사립학교다. 미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학교

지정 프로그램에서 최고 우수학교인 ‘내셔널 블루 리본 학교(National Blue 

Ribbon)’로 두 차례나 선정되었으며, U.S. News & World Report 에서

톱 우수 고등학교로 선정되는 등, 우수 명문 고등 학교로서의 자부심을 자랑

하고 있다. 수준 높은 STEM 교과과정을 제공하여 매년 ACT, PSAT, SAT, 

AP 등의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IHSA(일리노이주 고등학교 협회)에서 후원하고 주최하는 각종 스포츠

대항전에서 풋볼, 여자농구, 여자 골프, 소프트볼, 여자 배구와 야구 팀은 주

내 상위 4위내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메리안의 밴드팀은 7차례의

아메리카 그랜드 내셔널 챔피언쉽, 18차례의 전국 클라스 챔피언쉽, 일리노

이주 마칭 밴드(Illinois State Maring Band) 대회에서 그랜드 챔피언쉽 등

가장 많은 연속 결승전 기록을 가지고 있어 학업뿐 아니라, 스포츠와 음악분

야에서 지역내 리딩스쿨로서의 탁월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매리안 카톨릭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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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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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메리안 카톨릭 고등학교는 일리노이주 북동부 지역의 시카고 하이츠의 부유

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운타운에서 약 4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87 에이커(약 11만평)의 규모의 캠퍼스내에는 500석의 리더쉽 센터, 430

석의 극장, 아트룸, 두개의 밴드 연습홀, 완벽한 무선 환경을 지원하는 클라스

룸과 대학상담센터, 두개의 실내체육관, 음악과 합창 연습실, 28,000권의 장

서를 보유한 도서관, 풋볼 경기장, 8개의 테니스 코트와 육상 트레일 등 최신

식 학교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700 Ashland Avenue, Chicago Heights, IL 60411-2073

숙소 정보

Amerigo Chicago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서 제

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

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렉싱턴 카톨릭 고등학교
Lexington Catholic High School

설립년도 1951년

위치 켄터키주 렉싱턴 (Lexington, KY)

웹사이트 www.lexingtoncatholic.com

전체 학생수 약 80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lexingtoncatholic.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32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9점

유학생 5%

교복 있음

교직원수 60명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3

AP & Honors 과목 49개

대학 진학률 100%

특별활동/스포츠 25개 이상/20개

학비 & 기숙사비 $61,75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입학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카네기 멜론, UC 버클리, 시카고, 콜럼비아, 코넬, 듀크, 에모리, 조지

타운, 하버드, 존스 홉킨스, 미시건, 노스웨스턴, 밴더빌트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미국 켄터키주 중북부 렉싱턴에 소재한 렉싱턴 카톨릭 고등학교는 블루그래

스 지역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둔 명문 사립학교다. 

렉싱턴 카톨릭 고등학교는 1823년에 설립된 세인트 캐서린 고등학교(St. 

Catherine’s Academy)와 1924년 설립된 렉싱턴 라틴 고등학교

(Lexington Latin High)가 합병하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본교는 미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학교 지정 프로그램에서 최고 우수학

교인 ‘내셔널 블루 리본 학교(National Blue Ribbon)’로 선정된 명문 고등

학교로 지역내에서 명성이 매우 높다. 수준 높은 STEM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순수예술 (비쥬얼 아트, 연극, 보컬음악, 악기연주, 밴드와 피아

노)과 수학, 과학과 기술 분야 강좌를 듣고 멘토링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하

게 도와주는 모범생 장학프로그램 (Exemplar Scholar Program)을 별도

운영하여, 그 분야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 우수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시니어 학년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작품 발표

및 리사이틀, 전시회 및 공연, 선임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더불어 4년 과정의 항공우주 아카데미(Air + Space Academy) 프로그램은

항공우주 개념과 항공기술 및 제조, 항공공학과 설계 등 항공과 비행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및 실습경험의 기회를 갖게 하며, 동 분야 전공의 대학에 진학

시 지역내 대학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NASA 켄터키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인턴 실습이 가능해 더 심층적인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렉싱턴 카톨릭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켄터키주 북동부 지역의 렉싱턴은 켄터키주에서 2번째로 큰 도시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 ‘서부의 아테네’로 불리운다. 렉싱턴 카톨릭 고등학교

는 부유한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학업에 몰입하기 좋은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

으며, 차량으로 약 25분 거리에 켄터키대학교와 지역내 명문 리버럴아트 4년

제 대학인 트랜실바니아 대학이 위치해 있다. 17에이커 (약 2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2층짜리 실내체육관, 헬스장, 최신 과학실험실, 미술실과 440석

의 전용극장과 아트룸이 있다. 모든 교실에서는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대학상

담센터, 음악 및 합창 연습실, High Marks Center가 있는 도서관, 풋볼 경

기장, 8개의 테니스 코트와 육상 트레일 등 최신식 학교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2250 Clays Mill Rd, Lexington, KY 40503

숙소 정보

Amerigo Lexington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

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존 폴 II 아카데미
Saint John Paul II Academy

설립년도 1980년

위치 플로리다주 보카라톤 (Baca Raton, FL)

웹사이트 www.sjpii.net

전체 학생수 약 425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sjpii.net/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17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6점

유학생 5%

교복 있음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3

AP & Honors 과목 39개

대학 진학률 99%

특별활동/스포츠 18개 이상/14개

학비 & 기숙사비 $70,85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

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컬리지, 케이스 웨스턴, 다트머스, 플로리다, 조지아 공대, 마이애미, 

미시건, MIT, 노틀담, 페닌슐라, 빌라노바, 버지니아 공대, 위스콘신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4계절 내내 따뜻한 대서양 연안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45분 거리에 위

치한 세인트 존 폴 II 아카데미는 미국의 유명한 평가전문기관인 Niche에서 A 

레벨의 우수학교 평가점수를 받은 소규모 고등학교이다. 학생들이 교육에 관

심을 갖고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12개의 대

학과의 이중등록과정 (고교에서 대학과목 수업후 학점취득)을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AP와 Honors 과정, 의학, 엔지니어링, 비지니스, 법학 등의 전공지식

을 쌓을 수 있는 과정 (Academic Career Tracks)를 제공한다. 

또한 TV 뉴스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어 시설을 갖춘 최첨단 미디어 센터와

1:1 아이패드 프로그램, 다수의 과학실과 컴퓨터실, 챔피언십 수상에 빛나는

스포츠팀,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미술 프로그램 등 우수한 교육 과정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세인트 존 폴 II 아카데미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존 폴 II 아카데미는 플로리다 주 보카라톤 지역의 부유한 주거지역에

위치하며, 마이애미에서 약 45분 거리에 있다. 30 에이커 (약 4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최첨단 미디어 센터, 800석 규모의 강당,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넓은 잔디 운동장, 웨이트룸과 락커룸이 있는 체육관, 캠퍼스 근처의

수영장 및 테니스 코트 등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4001 North Military Trail • Boca Raton, FL 33431

숙소 정보

Amerigo Boca Raton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

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 ·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카멜 카톨릭 고등학교
Carmel Catholic High School

설립년도 1962년

위치 일리노이 시카고 노스쇼어 (Chicago North Shore, IL)

웹사이트 www.carmelhs.org

전체 학생수 약 120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carmelhs.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36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8점

유학생 2%

교복 있음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5

AP & Honors 과목 101개

대학 진학률 99%

특별활동/스포츠 40개 이상/29개

학비 & 기숙사비 $70,85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

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브라운, 카네기 멜론, 시카고, 코넬, 다트머스 컬리지, 하버드, 미시건, 노스웨

스턴, 노틀담, 펜실베니아, 프린스턴, 퍼듀, 웨이크 포레스트, 예일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카멜 카톨릭 고등학교는 미국의 학교 평가전문기관인 Niche에서 선정한

2019년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가 되었으며, Niche 기준 최우수학교 등급인

A+ 레벨을 받은 최상급 명문 사립학교이다. 또한 미국 내 10개 미만, 일리노

이 주에는 2개의 학교만이 가진 기록인 미 교육부의 블루리본 학교(National 

Blue Ribbon School-미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립학

교에 주는 상)로 네 차례나 선정되었다. 

학교에서는 수준 높은 STEM 과정과 100개가 넘는 AP와 Honors 과정을 운

영하고, 다양한 특별활동으로 학생들의 높은 학업 성취와 개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카멜 카톨릭 고등학교의 로봇공학팀은 전 세계 7천여 팀이 참가한 “2019년

FIRST® 테크 챌린지 로보틱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본교는 또한 프

로 스포츠 선수, 대학/엘리트 고등학교 운동선수, 기업, 일반인 등 다양한 계

층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훈련 프로그램인 EFT Sports 

Performance와의 제휴를 통하여 각종 스포츠 대항전에서도 발군의 상위권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밖에 예술 분야에서 거둔 다양한 수상실적으로 학교가

학업뿐만 아니라 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서도 일류 명문임을 증명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카멜 카톨릭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카멜 카톨릭 고등학교는 일리노이 주 먼델라인의 안전한 주거지역에 위치하

고 있으며,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약 5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50 에이커 (약

6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73개의 교실과 아트센터, 댄스 스튜디오, 블랙박

스 극장, 디지털 랩, 그룹 스터디 룸, 오디오/미디어 프로덕션 스튜디오, 고급

운동시설 및 깨끗하고 넓은 구내식당 등의 현대식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1 Carmel Pkwy, Mundelein, IL 60060

숙소 정보

Amerigo Chicago North Shore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 ·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

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크레틴-더햄 홀 고등학교
Cretin-Derham Hall High School

설립년도 1871년

위치 미네소타주 트윈시트 (Twin Cities, MN)

웹사이트 www.cretin-derhamhall.org

전체 학생수 약 103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cretin-derhamhall.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32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8점

유학생 2%

교복 있음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2

AP & Honors 과목 47개

대학 진학률 97%

특별활동/스포츠 34개 이상/28개

학비 & 기숙사비 $70,85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

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UC 버클리, UC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조지타운, 하

버드, 미시건, 뉴욕대, 노스이스턴, 노스웨스턴, 노틀담, 워싱턴, 우스터 공대, 

예일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크레틴-더햄 홀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13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도시이자 미

네소타의 17개 포춘 500대 기업 중 16개 기업의 본사가 자리잡은 트윈시티

에 위치해 있다. 

미국의 유명한 평가기관인 Niche에서 최우수학교 등급인 A+ 레벨을 받았으

며, 미 교육부의 블루리본 학교로(National Blue Ribbon School - 미 교육

부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립학교에 주는 상) 선정된 학교이다.  

학교에서는 전교생에게 제공되는 1:1 학업 상담과 리더쉽 아카데미, 독특한

CASA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간 그리고 선생님들과 가족적인 학업환경을 조

성하고 있으며, 대학들과의 이중등록과정 (고교에서 대학 과목 수업 후 학점

취득), 170개 과목에 달하는 다양한 커리큘럼, STEM 프로그램, 1:1 아이패

드 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본교는 수상 실적에 빛나는 공연부, 5개의 밴드와 3개의 합창단 등 정규과목

과 함께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수의 기업가, 정치인, 운동

선수 등 훌륭한 졸업생들을 배출한 명문 사립고등학교이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크레틴-더햄 홀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크레틴-더햄 홀 고등학교는 미네소타 주 트윈시티의 미국 최대 쇼핑센터인

Mall of America에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2 에이커 (약 3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현대문학센터, 협업학습센터, 탐구센터, 디지털 현미경과

3D 프린터가 있는 엔지니어링 및 과학 실험실, 프로선수로 뛰고 있는 졸업생

들이 비수기 훈련용으로 쓰는 현대식 체육관과 웨이트 룸, 첨단장비와 깨끗한

공간을 갖춘 예술 스튜디오, 다수의 수상경력에 빛나는 미술부가 사용하는

450석 규모의 공연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주소: 550 S Albert St, St Paul, MN 55116

숙소 정보

Amerigo Twin Cities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

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파이어스 텐스 고등학교
Saint Pius X High School

설립년도 1956년

위치 텍사스주 휴스턴 (Houston, TX)

웹사이트 www.stpiusx.org

전체 학생수 약 575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stpiusx.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18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5점

유학생 4%

교복 있음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1

AP & Honors 과목 30개

대학 진학률 100%

특별활동/스포츠 25개 이상/21개

학비 & 기숙사비 $70,85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

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컬리지, UC 얼바인, 코넬, 다트머스 컬리지, 미시건, 뉴욕대, 노스 캐

롤리나, 노스 이스턴, 노스 웨스턴, 노틀담, 페닌슐라, 페퍼다인, 라이스, 빌라

노바, 버지니아, 워싱턴, 예일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세인트 파이어스 텐스 고등학교는 미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2번째 도시이자

40개 이상의 종합대학교와 컬리지 그리고 나사 우주센터(NASA Space 

Center)가 위치한 텍사스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본교는 미국의 유명한 평

가전문기관인 Niche에서 A 레벨의 우수학교 평가점수를 받은 명문 사립고등

학교로 30개 이상의 AP, Honors 그리고 이중등록과정 (고교에서 대학 과목

수업 후 학점 취득)을 제공하며, STEM 분야에서 미국 최고의 공학 프로그램

중 하나로 유명한 University of Texas, Cockrell School of Engineering

과 제휴하여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9개의 과학 교실과 실험실, 3D 프린터가 있는 과학미디어센터, 평면 TV 모니

터가 있는 개인 스터디룸 등 현대식 시설을 바탕으로 STEM 및 순수예술 그

리고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탁월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휴스턴에서

3년 이상 학업시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In State Tuition 혜택 (미국인과

동일한 저렴한 주립대 학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세인트 파이어스 텐스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파이어스 텐스 고등학교는 텍사스 주 휴스턴 지역의 안전한 주거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스턴 다운타운에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56 

에이커 (약 7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9개의 첨단 과학교실과 실험실, 3D 프

린터가 있는 과학미디어센터, 평면 TV 모니터가 있는 개인 스터디룸, 전 캠퍼

스 와이파이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811 W Donovan St, Houston, TX 77091

숙소 정보

Amerigo Houston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 ·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

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비솝 몽고메리 고등학교
Bishop Montgomery High School

설립년도 1957년

위치 캘리포니아주 LA (Los Angeles, CA)

웹사이트 www.bmhs-la.org

전체 학생수 약 90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bmhs-la.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18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7점

유학생 6%

교복 있음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7

AP & Honors 과목 33개

대학 진학률 100%

특별활동/스포츠 42개 이상/21개

학비 & 기숙사비 $78,80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

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컬리지, 보스턴, 브라운, UC 버클리, UC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컬럼

비아, 코넬, 조지 워싱턴, 하버드, 존스 홉킨스, 미시건, 뉴욕대, 펜실베니아, 

페퍼다인, USC, 텍사스 A&M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LA 토렌스 지역에 위치하며, 미국의 유명한 평가전문기관인 Niche에서 A 레

벨의 우수학교 평가점수를 받은 비솝 몽고메리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혁신

적인 STEAM (STEM+Art,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커리큘럼을 제공

한다. 

본교에서는 구글과의 제휴관계를 통해 최신 구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구

글 엔지니어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구글 스쿨과 1:1 구글 크롬

북 프로그램, 최첨단 디지털 인체해부 테이블(Anatomage Table)이 있는

과학실, 3D FDM 프린터, 3D SLS 프린터, HD 카메라 드론 등 첨단 과학시

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음악 작업실, 녹음실, 다양한 악기 등 학생들이 학과

외 과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또한 건축 및 엔지니어링 멘토링 프로그램 (ACE),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극 프로그램, 악기를 배워본 경험이 없어도 참여가능한 음

악 프로그램, 스포츠 의학 수업, 챔피언쉽 수상 경력의 스포츠 팀, 21개의 비

주얼 공연예술과정 등 학업뿐만 아니라 예술 및 스포츠 분야에서도 탁월한 커

리큘럼을 자랑하는 학교이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비솝 몽고메리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비솝 몽고메리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토렌스 지역의 안전

한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LA 다운타운에서 약 3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24 에이커 (약 3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넓은 잔디 구장과 테니스장, 댄스

스튜디오, 실내 체육관, 댄스 스튜디오, 최첨단 디지털 인체해부 테이블

(Anatomage Table), 각종 3D 프린터, HD 카메라 드론 등이 있는 과학실, 

음악 작업실 및 녹음실, 다양한 악기가 구비되어 있는 음악실 등 첨단 부대시

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5430 Torrance Blvd, Torrance, CA 90503

숙소 정보

Amerigo Los Angeles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

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 ·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

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한
함)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마터 데이 카톨릭 고등학교
Mater Dei Catholic High School

설립년도 1960년

위치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San Diego, CA)

웹사이트 www.materdeicatholic.org

전체 학생수 약 94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materdeicatholic.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20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7점

유학생 2%

교복 있음

대학 진학률 100%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6

AP & Honors 과목 23개

특별활동/스포츠 41개 이상/22개

학비 & 기숙사비 $74,20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

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브라운, UC 버클리, UC 로스앤젤레스, 칼 테크, 시카고, 컬럼비아, 코넬, LA 

필름 스쿨, MIT, 뉴욕대, 노스 웨스턴, 노틀담, 펜실베니아, 스탠포드, USC, 

버지니아, 밴더빌트, 예일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샌디에고에 위치하며, 미국의 유명한 평가기관인 Niche에서 A 레벨의 우수

학교 평가점수를 받은 마터 데이 카톨릭 고등학교는 학업적으로는 엄격하지

만 학생들의 학업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으며, 공부와 더불

어 다양한 실무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진보된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학

교이다. 

학생들은 최신 과학실험실, 첨단교실 등 최근 완공된 캠퍼스에서 다양한

STEAM (STEM+Art,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과목들을 배우고, 체험

학습과 심층수업, 박사님들과 공동으로 연구하며 공부할 수 있는 혁신적인

Academy of Science 프로그램, 멘토링, 여름방학 인턴쉽, 종합시각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모든 학생들은 개인별로 SAT와 ACT 카운셀링 및 대

학교 진학상담을 받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과 23개의 AP 및 Honors 과목, 그리고 학

생들이 대학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이중 등록과정을 제공하여 명문

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마터 데이 카톨릭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마터 데이 카톨릭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의 부유한 주거지에 위

치하고 있으며, LA 다운타운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48 에이커

(약 6만평) 규모의 넓은 캠퍼스에는 미식축구 경기장, 야구장, 소프트볼 경기

장, 다수의 테니스 코트, 헬스장, 수영장, 교내 90곳 이상의 와이파이존, 워크

인 IT 헬프 데스크/지니어스 바 등의 교내 IT 서포트센터, 최첨단 과학실 등의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1615 Mater Dei Dr, Chula Vista, CA 91913

숙소 정보

Amerigo San Diego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 ·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저스틴 시에나 고등학교
Justin-Siena High School

설립년도 1966년

위치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 (Napa Valley, CA)

웹사이트 www.justin-siena.org

전체 학생수 약 56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justin-siena.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23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8점

유학생 5%

교복 있음

대학 진학률 100%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2

AP & Honors 과목 47개

특별활동/스포츠 22개 이상/26개

학비 & 기숙사비 $79,80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

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베일러, 브라운, UC 산타 바바라, UC 산타 크루즈,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조지 워싱턴, 하버드, 일리노이, 존스 홉킨스, MIT, 뉴욕대, 노스 웨스턴, 펜

실베니아, 프린스턴, 스탠포드, 예일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저스틴 시에나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북부 나파밸리에 있는 기숙학교로 종

합적인 대학준비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대학진학뿐 아니라 진학한

대학에서도 학문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 보드, 3D 프린터, 세미나실, 소그룹 미팅룸 등이 있으며, 과학 및 학술

연구센터에서 배우는 STEM 교육, The FIRST LEGO League에 3개의 팀

이 출전한 로봇공학 프로그램, 1:1 아이패드 프로그램, 스포츠 의학 및

Project Lead The Way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졸업생 선배들과의 네트워

킹을 위한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 체험, 다양한 영화 및 비주얼, 디지털 아트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내에는 공연예술로 유명한 예술센터, 체육 경기장, 

수상 스포츠센터가 있고 교내기숙사에는 수영장이 있다. 학생들이 기숙사에

서 함께 생활하고 공부하며 대학입학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이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저스틴 시에나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저스틴-시에나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나파밸리 지역의 안전한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40 

에이커 (약 5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넓은 미식축구 경기장, 야구경기장, 여

러 개의 테니스 코트, 실내 체육경기장, 수상 스포츠센터, 기숙사 내 수영장, 

3D 프린터가 있는 첨단 과학실, 스마트 보드 교실, 예술센터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4026 Maher St #2243, Napa, CA 94558 

숙소 정보

Amerigo Napa Valley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

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 ·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레드뱅크 카톨릭 고등학교
Red Bank Catholic High School

설립년도 1880년

위치 뉴저지주 레드뱅크 (Re Bank, NJ)

웹사이트 www.redbankcatholic.org

전체 학생수 약 79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redbankcatholic.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16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7점

유학생 2%

교복 있음

대학 진학률 100%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8

AP & Honors 과목 47개

특별활동/스포츠 50개 이상/48개

학비 & 기숙사비 $70,85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 대학진학 서비스비,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식비(1

일3식), 졸업비 포함. 

• 입학 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

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가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노트북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 및 통학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브라운, UC 산타 바바라, 카네기 멜론, 콜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컬

리지, 조지타운, 존스 홉킨스, 마케트, 미시건, 페닌슐라, 프린스턴, 퍼듀, 시

러큐스, 예일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미국의 유명한 평가전문기관인 Niche에서 A 레벨의 우수학교 평가점수를 받

은 레드뱅크 카톨릭 고등학교는 다수의 유명 정치인, 운동선수 등을 포함한

14,000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 깊은 뉴저지의 사립 고등학교이다. 

대학 캠퍼스 같은 교정에서 제공되는 11개 대학과의 이중등록과정 (고교에

서 대학 과목 수업 후 학점 취득)과 다양한 레벨의 엔지니어링 과정, 리더쉽

프로그램, 추가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고교 과정

(The Global Consortium Virtual High Schoo)l 및 인턴쉽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관심있는 분야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3D 프린터와 최첨단 컴퓨터 과학 실험실, CADD 랩, Sony Virtuoso 

및 Soloist Digital 어학 실습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설로 순수예술 및

공영예술 프로그램 등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다양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우승 타이틀을 가진 축구팀, 여자 체조팀, 남자

아이스 하키팀 등 운동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교이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레드뱅크 카톨릭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레드뱅크 카톨릭 고등학교는 뉴욕에서 1시간 정도 거리 뉴저지 주의 레드뱅

크 지역의 부유한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와도 가깝다. 38 

에이커 (약 5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학생회관 (피트니스 센터, 대규모 인

도어 체육관, 팀 룸), 미술 및 공연예술 센터, 여러 개의 컴퓨터 실습실, 3-D 

프린터, 7,000권의 장서, DVD, 비디오 및 참고자료를 갖춘 미디어 센터, 최

신 과학 실험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112 Broad St, Red Bank, NJ 0770

숙소 정보

Amerigo Red Bank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형태의 기숙사가

제공된다.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 ·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

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Skype 사전 영어인터뷰 → Skype 정

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록예치금, 등록관

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1, 2차)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패트릭-세인트 빈센트 고등학교
St.Patrick-St.Vincent High School

설립년도 1870년대

위치 캘리포니아주 발레이오 (Vallejo, CA)

웹사이트 www.spsv.org

전체 학생수 약 479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spsv.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25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6점

유학생 1-2%

교복 있음

대학 진학률 100%

ELL 영어수업 ARC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5

AP & Honors 과목 31개

특별활동/스포츠 23개 이상/16개

학비 & 기숙사비 $64,650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관리형 비용에는 학교 수업료, 교내 및 방과 후 ELL수업료, 기숙사비, 학

업지도 및 대학진학 가이드, 필드트립비, 생활관리비, 통학비, 식비(평일

기준 1일3식), 졸업비, 주말 액티비티 비용 포함. 

• 입학 허가 후, 기숙사 자리 확보를 위해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

야 입학허가서(I-20)가 발급되며, 추후 학비에서 차감됨. 단,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 불가.

• 기타 비용으로 Student Fee ($6200)이 추가됨 -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패드 비용, 교복, 교재비, 연

2회 공항픽업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요 진학대학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다트머스, 코넬, UC LA, UC 버클리, NYU, UC 데이

비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시라큐스, 워싱턴, 미네소타, 샌프란시스코, 버

클리 음대, 콜로라도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세인트 패트릭-세인트 빈센트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한 기숙학교로 체계적인 커리큘럼 및 학생들의 종합적인 대

학준비로 하버드, 컬럼비아, 예일, UC 계열의 명문대학교 등으로의 진학률이

높은 소규모 학교입니다.

UC 데이비스와 리서치 파트너쉽을 통해 PhD 학부에서 학생들이 함께 연구

를 진행하고 강력한 STEM 프로그램 및 UC 데이비스와 파트너쉽으로 컴퓨

팅과 함께 배우는 우수한 로봇공학 프로그램, 50시간의 실무체험 시간이 포

함 된 스포츠의학 과정, 지구과학 및 최첨단 시설의 미디어 센터에서 배우는

미디어 프로덕션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스마트 보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대학교 시설의 과학실, 카메라와 그린

스크린, 각종 소프트웨어로 미디어 편집이 가능한 미디어 센터, 수상 경력에

빛나는 비쥬얼, 퍼포밍 아트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Amerigo Education 아메리고 교육재단

세인트 패트릭-세인트 빈센트 고등학교는 유학생 서비스 전문 교육재단인

Amerigo Education 재단과 파트너쉽을 맺고 유학생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Amerigo Education 재단은 미국의 우수 중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쉽을 맺

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유학생활을 집중 지원해 주는 관리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은 우수한 교육 커리큘럼과 학습 지도로 매년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보이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의 졸업생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토플 등의 공인 영어점수, SAT나 ACT 시험을 면제받고 원하는 국제대학연

합 소속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받으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국제대학연합으로부터 조건부 대학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타 대학 진학

을 원하면 아메리고 소속 선생님의 진학상담과 지원을 받아 대학입학 수속을

진행한다.

유학생 숙소

유학생들은 아메리고 교육재단(Amerigo Education)에서 제공하는 아파

트 형태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전용차량으로 통학을 한다. 또한 재단의 방

과 후 프로그램에서는 학교과제, 학과목, ELL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를 받

으며, 주말에는 각종 액티비티에 참여한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업지원과 생활상담 등 유학생 전용 종합관리형 유학서

비스이다. 식사는 주중 1일 3식이 제공된다. 

[국제대학연합 회원 대학교]

• Adelphi University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University of Kansas

• Loyola University of Chicago

• Louisiana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University of Pacific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패트릭-세인트 빈센트 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 주 발레이오 지역의 안

전한 주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

치해 있다. 31 에이커 (약 4만평) 규모의 캠퍼스에는 넓은 잔디구장, 야구경

기장, 여러 개의 테니스 코트, 실내 체육경기장, 3D 프린터가 있는 첨단 과학

실, 스마트 보드 교실, 예술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다.

학교주소: 1500 Benicia Rd, Vallejo, CA 94591

숙소 정보

Amerigo St.Patrick-St.Vincent Residential Campus (자세한 정보는

유학네트에서 제공합니다)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1일 3식



유학생들에게는 학교내에 위치한 온캠퍼스 보딩 기숙사가 제공된다. 교내에

서 걸어서 등 ·하교할 수 있으며,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과제, 학과목, ARC 영어수업 등의 학업지도와 주말 액티비티 등에 참가

할 수 있다. 모든 유학생들은 성공적인 미국유학과 대학진학을 위한 학업지원

과 생활상담 등 토탈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온라인 영어테스트 → Zoom 사전 인터뷰(엘티스 215점 미

만) → Zoom 정식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여부 결정 → 2주 이내 등

록예치금, 등록관련 추가서류 작성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최소 5.0점 이상), TOEFL (최소 59점
이상) 또는 자체 온라인테스트 응시

인터뷰 Zoom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아메리고 교육 그룹 온라인 입학신청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캣츠 아카데미 보스턴
CATS Academy Boston

설립년도 2012년

위치 메사츄세츠주 뉴튼 (Newton, MA)

웹사이트 www.catsacademy.com

전체 학생수 44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

http://www.catsacademy.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ADD/ADHD Support 없음

종교 없음

Supports Learning Differences (LD) 있음

캠퍼스 사이즈 55,000 스퀘어풋

토요일 수업 없음

유학생 85%

교복 Casual

기숙학생 90%

ESL 제공 있음

학급당 평균학생수 12명

여름학기 있음

교사:학생 비율 1:7

AP 과목 20개

학비
$36,590/년 (9월입학)

$18,295/학기 (1월입학)

Prep Program : $7,695 (여름학기)

숙소비 (기숙사)

$22,160/년 (9월입학/싱글)

$11,080/학기 (1월입학/싱글)

$19,990/년 (9월입학/쉐어)

$9,995/학기 (1월입학/쉐어)

숙소비 (홈스테이)
$18,790/년 (9월입학)

$9,395/학기 (1월입학)



학교 소개

CATS Academy Boston은 철저한 학사관리와 우수한 학업과정, 다양한

AP 과목을 운영하여 높은 명문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다. 1893년 설립된

유서 깊은 명문 사립학교 Trinity Catholic High School의 캠퍼스에서 전세

계 학생들은 물론, 미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문화교류 및 우수한 교육

시스템, 최고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신인 Trinity Catholic High School(트리니티 카톨릭 고등학교)은 1894

년 설립된 카톨릭계 남녀공학으로 2012년부터 다국적 교육재단에서 인수하

여 Cats Academy Boston로 학교이름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특징>

• 하버드, 콜롬비아, 뉴욕, 보스턴, 예일대학교 출신의 우수한 교사진

• 명문대학교 입학사정에 맞춘 개별 학습지도, 클럽활동 운영

• 다양한 AP 과목으로 명문대학 진학준비 완성

• 소규모 학급 운영 (1:4~8) - 개인별 학습능력 향상에 집중

• 대학입학 신청시 영향력 있는 추천서 수령 가능

• 정기적인 학업향상도 체크 및 리포트, 매주 보충학습 기회

• 특별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는 그에 적합한 지원

• 보스턴 시내와 20~30분 거리, 학군/치안이 좋은 부촌에 위치

• 무료 ESL 수업 및 대학진학준비 서비스 (토플, SAT 시험대비 등) 제공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CATS Academy Boston은 보스턴 시내에서 약 20~30분 거리에 있는 메

사츄세츠주 브레인트리에 위치한다. 캠퍼스에는 대화식 화이트보드, 도서관

과 각종 온라인 자료, 첨단 과학 실험실, 대형 체육관, 학생 라운지 등이 있으

며, 한 반을 최대 12명으로 정원을 제한하는 소규모 클래스를 운영한다. 식사

는 평일 3식이 제공된다.

캠퍼스에서 약 20분 거리에 2개의 기숙사 (Boston-보스턴 대학 근처 / 

West Roxbury-주거지역)를 운영한다. 매일 스쿨버스로 등/하교(각 1회씩

운행) 할 수 있으며, 스쿨버스 이용료는 숙소비에 포함된다. 기숙사에서는 공

동욕실(shared bathroom)을 사용한다. 스포츠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기숙사에는 학생 휴게실, 탁구대, 체육관 등이 마련되어 있

다. 기숙사에는 사감(Residential supervisors)이 상주하여 항상 학생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케어 한다. (총 3명의 사감 상주: 선생님 2명+디렉터 1명) 

기숙사 이외에도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미국 문화를 경험하며 영어실력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책상 및 학습 공간이 있는 편안하고 깨끗한 침실과 주 14식의

식사가 제공되며, 주말(토/일요일)에도 식사가 제공된다. 주중에는 학교에서

점심 제공.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침대시트와 타올이 제공되고, 텔레비전, 



전화, 세탁시설 사용이 가능하며, 도보 거리의 대중교통(지하철 및 버스)을

이용할 수 있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려면 지정된 정류장까지 본인이 직접 이동

해야 한다. (스쿨버스 정류장: Newton Corner, Watertown Square, 

Cushing Square Belmont, Roslindale Village, Forest Hills)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9월/1월

• 가을학기: 9월 초~12월 중순

• 봄학기: 1월 초~6월 초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후 2일 (Working days) 안에 conditional offer (추가 자료

및 서류 요청)를 받거나 서류 검토 중임을 확인받게 됨

✓ conditional offer를 받은 경우, 학비 예치금과 함께 conditional offer

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 및 서류 (인터뷰, 등록 확인서-enrollment 

contract, 미국 내 타 학교 재학중이면 보유하고 있는 I-20, 재정 보증서

-proof of funds 등)를 제출

✓ 모든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그 이후 2일 (Working days) 안에, 입학허

가서 Acceptance letter를 받게 되며, 입학허가서 내의 지원자 정보 및

주소지를 확인하고 학교측에 통보

✓ 확인 받은 주소지로 정식 입학 허가서인 I-20가 우편으로 발송됨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비 Registration Fee $100

입학신청서 Application Form 제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중인 학교성적증명서 (9학년 성적부터 제출)

신분증 사본 여권 사본

인터뷰 12학년 지원자는 학교장 인터뷰 요구됨.

지원방법 CATS Academy Boston 온라인 신청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성적 사본 제출
9학년: TOEFL IBT 40 (IELTS 4.0)

10학년: TOEFL IBT 40 (IELTS 4.0)

11학년: TOEFL IBT 60 (IELTS 5.0)

12학년: TOEFL IBT 65 (IELTS 5.5)

또는 학교 자체 영어테스트 통과

참고 및 주의사항

✓ 학비에는 ESL, AP 시험, SAT/ACT 준비(시험비는 별도), 대학 입학상담, 

비자관련 상담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 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1학기 학비

납입.

✓ 등록확인서에 동봉하는 학비 예치금은 마지막 학기의 학업이 끝나는 시점

에서 환급되며,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함.

✓ 숙소비에는 식비 (평일 3식/주말 2식), 스쿨버스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음.

✓ 기숙사는 싱글과 트윈 비용이 동일하나 싱글룸이 거의 없음.

✓ 겨울 및 봄방학에는 기숙사 체크아웃을 해야 하므로, 유학생들은 귀국하

거나 홈스테이를 이용해야 함. (홈스테이비는 별도)

✓ 고등학교 준비반 (High School Preparation Program/HSPP): 본 과

정 시작 전 3주간의 영어실력을 보충하는 과정으로 9월학기 지원자에게

만 제공. 영어실력에 따라 학교에서 의무 등록을 권할 수도 있으며, 교과

위주의 어휘와 단어를 습득하고 미리 선생님과 교류하고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학비 및 숙소비 외 기타 비용: 

• 입학 등록비 및 학비 보증금(Registration & Deposit Fee) U$ 2,500

• 학교 필수 의료 보험료(연간 $1,999)

• 교재비(연간 $1,500)

• 보스턴 및 인근지역 내 액티비티 (연간 $3,000)

• 공항 마중비 (1회-$150)



캠퍼스 정보

✓ 2016년 9월 보스턴 교외 지역이며, 메사츄세츠주 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Top 10 안에 드는 Braintree 지역의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

✓ 19 에이커 (약 2.4만평) 규모의 캠퍼스 안에, 기숙사 Single En Suite, 

다문화 학생식당 (Multi-Cultural Cafeteria), 현대식 교실 36개, 4개

의 어학실습실, 과학실험실, 4개의 음악실, 2개의 피트니스 공간, 2개의

아트 스튜디오, 극장, 요가 및 무용 스튜디오, 학습실, 학생 리빙 룸, 체육

관, 운동장 등이 있음.

✓ 보스턴 다운타운까지 10마일 거리로 대중 교통이용이 가능하며, 대형

South Shore Plaza 및 주요 쇼핑몰이 10분 거리에 있음.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EF 국제 사립학교
EF International Boarding Schools

설립년도 2005년

위치 뉴욕주 쏜우드 (Thornwood, NY)

캘리포니아주 파사데나 (Pasadena, CA)

웹사이트 https://www.ef.co.kr/academy/

전체 학생수 800명

운영형태 Boarding 

학년 8~12학년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교복 없음

종교 없음

스포츠 10개

한국학생 5% 미만

학생 클럽 65개

졸업생 진학률 100%

숙소형태 기숙사

학급당 평균학생수 15명

교사:학생 비율 1:15

학비 및 기숙사비

• 준비과정: $15,000/학기, $45,000/년(3학기)

• 8,9,10학년: $18,300/학기, $54,900/년(3학기)

• 11,12학년: $19,500/학기, $58,500/년(3학기)

주요 진학대학

미국: 하버드, 콜럼비아, 시카고, 다트머스, 워싱턴(세인트 루이스), 밴더빌트, 

에모리, UC 버클리, UCLA, USC

영국: 옥스포드, LSE, 세인트 앤듀르스, 임페리얼, 더럼, 바쓰, 엑시터, UCL, 

워릭



학교 소개

EF 국제사립학교는 글로벌 교육기업인 EF에서 운영하는 국제 보딩스쿨로 글

로벌 커리큘럼, 교사진 및 학생회를 통해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

립 고등학교이다. 

13-19세의 학생들에게 세계 일류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인 IGCSE,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A-LEVEL 및 미국 고등학교 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하며, EF 국제 사립학교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높은 성적을 거두

면서 대학교 100% 합격률을 자랑한다. 

EF는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유학생들은 세

계 일류수준 교사진의 수업지도, 혁신적인 글로벌 커리큘럼, 개인 맞춤형 학

습 상담, 24시간 학생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 특성상 다문화적인 학

업환경과 광범위한 특별활동 및 클럽활동들도 즐길 수 있다.

EF

EF는 1965년 설립된 글로벌 교육재단이다.  미국, 영국, 유럽, 캐나다, 호주, 

중국, 한국 등 전 세계에 걸쳐 어학연수를 포함하여 국제 사립중고등학교, 대

학(원) 진학준비과정, 학/석사 및 MBA과정, 기업대상 영어교육, 온라인 영

어 강의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교육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징

✓ 100% 대학진학률, 90% 이상의 졸업생이 1지망 희망대학으로 진학 (미

국과 영국의 최상위 25개 대학 진학율 32%)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 글로벌 커리큘럼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다국어 사용능력을 갖추고 세계를

누비며 축적한 경험들을 통해 차세대 리더로 성장

✓ 75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함께 다문화적 캠퍼스 생활

✓ 재학생과 학부모가 적극 추천하는 학교로 지원/교육/상담 등 각 부분에서

95%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

✓ 90% 이상의 교사진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모두 다년간의 교직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

✓ 24시간 케어 – 전담 교직원이 학생 개개인의 복지와 케어를 담당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뉴욕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뉴욕은 미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글로벌한 도시이다. 세계 최고의 극장, 예

술, 무용, 패션이 성황을 이루는 미국 최대의 도시이다. 뉴욕에 위치한 EF 국

제사립학교의 안전한 캠퍼스는 쏜우드의 전형적인 미국식 타운에서 기차로

40분 거리에 있다. 100 에이커 (약 12만평) 규모의 풍경이 멋진 캠퍼스에 오

솔길과 운동장, 그리고 더없이 좋은 교육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학생들의 학문 탐구를 지원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멀티미디어 교실, 최고급 과

학센터, 공연극장, 아트 스튜디오, 댄스 스튜디오, 뮤직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모든 강의실에는 최고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첨단 학습시설

들이 갖춰져 있다. 이런 훌륭한 교육 시설들에 더하여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

용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학생 라운지, 대형 카페테리아, 도서관, 아트리움 등

이 있어, 학생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식

사를 즐길 수 있다. 캠퍼스 내 기숙사는 2인실과 3인실이 있으며 아침, 점심

및 저녁 식사(월-금), 브런치 및 저녁 식사(주말)가 제공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미국 파사데나는 캘리포니아 남부의 중심에 위치한 해안 도시이다. 전 세계적

으로 맑은 날씨로 유명한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하며, 멋진 미국 서부 해안

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학 부지에 설립된 새로운 EF국제사립학교 파사데나 캠퍼스는 13만평 대지

에 1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캠퍼스의 위치의 장점을 살려

근처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서핑을 배우고, Runyon 캐년에서 하이킹, Big 

Bear 레이크에서 스키를 타고, 할리우드 견학도 수시로 가능하다. 영화 및 연

예계의 중심가인 할리우드 및 하이테크 산업시설이 위치한 실리콘 벨리 견학

을 할 수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 남부에 위치한 미국 명문 대학교들인 UC계열

대학, CalTech 등으로 대학 탐방을 가거나, 이들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교 강

의, 실험학습과 같은 다양한 학습지원도 이루어진다. 

철저하게 학업 목적에 맞춰 10개의 건물로 건축되었으며, 4개의 기숙사와 과

학 및 STEM 센터, 인문학 센터, 갤러리 공간을 갖춘 미술센터, 음악 연습실

을 갖춘 공연 예술센터와 수영장, 축구장, 헬스장, 댄스 스튜디오, 배구 및 농

구 코드를 갖추고 있어 학업을 마친 후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 또한 가능하다. 



[주요 과정 안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IGCSE

내용
국제공인 고등학교 저학년 졸업인증 시험인 IGCSE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준비, 2년간의 고등학교 9~10학년 과정

대상
IB 디플로마 또는 A-LEVEL 프로그램 입학을 원하는 만
14-16세 학생

기간 2년 (6학기)

영어 입학조건
IELTS 4.5 또는 TOEFL IBT 103 또는 SLEP 43 이상 또
는 EF 자체 영어시험에서 이에 준하는 점수 취득

학력 입학조건 8학년 이상 수료(만 14세 이상)

취득 자격 IGCSE 수료증 (5개 학과목 시험)

IB Diploma

내용
전문 직종에서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세계 각국
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2년간의 고등학교 11~12학년 교
육과정

대상
10학년 수료 또는 GCSE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만
16-18세의 학생

기간 2년 (6학기)

영어 입학조건
IELTS 5.5 또는 TOEFL IBT 194 또는 SLEP 57 이상 또
는 EF 자체 영어시험에서 이에 준하는 점수 취득

학력 입학조건
GCSE 시험 5과목에서 C 등급 이상(수학 포함)으로 통
과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만 16세 이상)

취득 자격 IB 디플로마 (국제공인 고등학교 졸업학위)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미국 고등학교 디플로마

내용
미국의 정식 고등학교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
교 9~12학년 교육과정

대상
8학년 과정을 마쳤고 충분한 영어실력을 갖춘 만 14-18

세 학생

기간 2년~4년

영어 입학조건
IELTS 4.5 또는 TOEFL IBT 103 또는 SLEP 43 이상 또
는 EF 자체 영어시험에서 이에 준하는 점수 취득

학력 입학조건
8학년 과정을 완료했고 영어 능력이 입증된 자 (만 14세
이상)

취득 자격
뉴욕주 및 캘리포니아주 교육 이사회에서 발급한 정식
미국 고등학교 졸업학위

준비과정

내용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EAL (English as Another 

Language) 프로그램
일반 영어 능력을 향상하며, 정규 과정 (수학, 과학, 지리
학 등)의 과목 수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학업평가에 익숙
해지는 데 주안점을 둔 과정

대상 IGCSE, IB 디플로마 또는 미국 고등학교 학위과정을 원
하는 만 13-16세 학생

기간 3개월 ~1년

영어 입학조건 EF 입학 영어 TEST 결과, 미국의 중, 고등학업에 대한
기초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학력 입학조건 7학년 이상 수료(만 13세 이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입학률: 60%

• 1년 2회 입학 (1월, 9월)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권장 지원 마감 기한

• 2020년 1월 입학: 12/15까지

• 2020년 9월 입학:  8/15까지

• 입학지원 후, EF의 1차 &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입학여부 결정

• 최종 합격자는 2주안에 등록예치금을 송금하여 등록 확정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 지원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2년간의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1부

자기 소개서 1부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공식 영어테스트 또는 학교 자체 무료 영어시험

인터뷰 Skype 인터뷰

신분증 여권 사본

지원방법 EF 국제사립학교 자체 입학지원서 사용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페어몬트 사립학교
Fairmont Private Schools

설립년도 1953년

위치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Anaheim, CA)

웹사이트 www.fairmontprepacademy.com

전체 학생수 1,850명 (9-12학년: 577명)

운영형태 Day/Boarding(off-campus)

학년 K~12학년 (9-12학년 Boarding 가능)

http://www.fairmontprepacademy.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490점 (유학생 기준)

종교 없음

교복 있음

유색인종/유학생 59%/23%

ESL 제공 있음

교직원수 57명 (49%+ 석박사학위)

AP 과목 45개

학급당 평균학생수 17명

스포츠 15개

교사:학생 비율 1:11

특별활동 45개

졸업생 진학률 100% (전체 학생)

Top 100위 진학률 92%

졸업생 평균 GPA 3.72

숙소형태 홈스테이, 기숙사



학비 및 숙소비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K - Grade 5 Excluding Homestay $29,400

Fairmont Private Schools Grade 6-8 Including Homestay Excluding Homestay

Direct Entry $57,170 $35,170

Direct Entry with Writing $61,170 $39,170

International Foundation Program $65,170 $43,170

Foundation Program (English Only) $61,170 $39,170

Fairmont Private Schools Grade 9-12 Including Homestay Including Boarding

Direct Entry $62,760 $67,120

Direct Entry with Writing $66,760 $71,120

International Foundation Program $68,760 $73,120

Foundation Program (English Only) $64,560 $68,920

참고사항

➢ 전체비용에는 등록비, 학생의 영어능력에 따른 랭귀지 파운데이션비, 보

험료, 공항마중비, 오리엔테이션비, 스쿨버스 이용료, 신입생 추가비, 액

티비티 비용, 유학생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 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한 학기분

납입. 

➢ 입학허가 후, 등록예치금 $4,300불을 지불하여야 입학허가서(I-20) 발

급되며,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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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진학대학

예일대, MIT, UPENN, 존스 홉킨스, 노스이스턴, 브라운, 코넬, 라이스, 노틀

담, 밴더빌트, 워싱턴 세인트 루이스, 에모리, 서던 캘리포니아, UCLA, 버지

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채플힐 등



[학교 소개]

페어몬트 프렙 아카데미(Fairmont Preparatory Academy)는 미국 캘리

포니아주 애너하임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페어몬트 사립학교(Fairmont 

Private Schools/www.fairmontschools.com)의 여섯 캠퍼스 중 하나이

다. 

1953년 공립학교 교육자였던 Kenneth Holt에 의해 여름 학교로 시작된 페

어몬트 사립학교는 학업의 기초, 발음 중심의 언어학습 및 인성 발달에 초점

을 둔 교육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사립학교로 성장해 왔다.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5년

부터 IB 과정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87%의 졸업생이 Top 100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영어가 어려운 유학생들을 위해 예비 진학 과

정을 제공하고 있다.

<특징>

✓ 별도의 영어점수 없이 학교 자체 테스트만으로 입학가능

✓ 23개의 AP(Advanced Placement) 과목 개설

✓ 미국 유학의 인기 지역인 캘리포니아에 소재

✓ 특정과목 고급과정을 개설. (비즈니스/과학)

✓ 영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을 위해 정규과정 외 Language Foundation이

라는 별도의 영어수업을 제공하고, 정규 과정과 영어 수업을 병행할 수 있

는 International Foundation Year 과정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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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P (University Track Preparation)

페어몬트 사립학교는 ‘UTP (University Track Preparation) High 

Schools’의 파트너 학교이다. UTP는 미국 내 파트너 고등학교에 유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입학준비과정을 제공하며, 학업과 유학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 내 파트너 학교들은 주로 뉴욕과

캘리포니아주와 주변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ESL 과정

을 정규수업과 병행하여 운영하므로 학업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UTP 유학생 지원서비스>

• 공항마중 및 오리엔테이션

• 캠퍼스 내 서포트

• 고등학교 및 대학진학 가이드

• 홈스테이 & 기숙사 배정

• 보험 안내

• 과외알선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페어몬트 사립학교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은 로스앤젤레스 남동쪽

샌타애나강 연안에 위치한 지역으로, 1955년 디즈니랜드 놀이공원이 개장하

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된 곳이다. 롱 비치에서 차로 30분, LA 다운

타운에서 1시간, LA 국제공항에서는 약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주소: 2200 West Sequoia Ave., Anaheim, CA 92801

숙소 정보

옵션 1. 페어몬트 홈스테이

숙소형태 홈스테이

Room 1인실

식사 주중 1일 2식(주말 3식)



9~12학년 학생들은 페어몬트 학생 기숙사(Off campus)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의 독립적인 학업을 위해 안전하고 세심한 주거 환경에서 매일 영양균형

을 맞춘 식사가 제공되며, 학교 통학을 위해 차량 셔틀서비스가 제공된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옵션 2. 페어몬트 학생기숙사

숙소형태 기숙사

Room 2인실

식사 주중 1일 2식(주말 3식)



[주요 과정 안내]

유학생 영어과정

International Foundation Center

페어몬트 사립학교는 6~1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센터

(IFC)를 통해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IFC의 Foundation 과정은 정규과정에 영어수업을 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으로, 정규과정 입학 전, 혹은 정규과정 입학 후 선택과목 수업 대신에 영어실

력에 맞는 영어수업을 수강한다. 특히 영어과정은 정규과정 선택과목 대신 수

강하는 것이므로 이론 인하여 유학기간이 추가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Language Foundation 

아카데믹 영어과정

입학학년 : 6~11학년

입학일: 9월, 1월

유학생 영어과정으로 정규과정 입학 전,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충분히 영어

실력을 쌓고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 주로 아카데믹 영어수업을 제

공하는 프로그램.

1학기 또는 2학기 과정

2학기 - TOEFL iBT 26~40 또는 SLATE 1.5~2.9 또는 ISEPA 15~29

1학기 - TOEFL iBT 37~39 또는 SLATE 2.5~2.9 또는 ISEPA 25~29

GPA 2.5 이상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International Foundation Year

아카데믹영어+정규과목

입학 학년 : 6~11학년

입학일: 9월, 1월 (*11학년은 9월 입학만 가능)

정규수업만 수강하기에 영어실력이 부족한 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영어+정

규수업으로 이루어져 정규과정 학점취득이 가능. 즉 한 학년과 동등하게 학점

인정.

2학기 과정

TOEFL iBT 41~59 또는 SLATE 3.0~4.4 또는 ISEPA 30~44

GPA 3.0 이상

Direct Entry with Writing Seminar

고급영작문+정규과목

입학 학년 : 6~11학년

입학일: 9월, 1월

정규과정으로 직접 입학은 하였으나, Academic Writing 실력이 부족한 학

생을 위해 고안된 과정. 입학인터뷰를 통해 결과를 발표. 

2학기 과정

TOEFL iBT 60~78 또는 SLATE 4.5~5.4 또는 ISEPA 45~54

GPA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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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고등학교 과정

High School Diploma

디플로마 종류

Standard 또는 Advanced Track Concentration으로 나뉨

학년 : 6, 7, 8, 9, 10, 11학년

과정 기간 : 연간 2학기 (Academic Year)

학업 시간표

• Fairmont Historic Anaheim Junior High (Grade 6-8): 8:00 AM -

3:00 PM

• Fairmont Preparatory Academy (Grade 9-12): 7:50 AM -

2:45pm PM 

위치

Fairmont Historic Anaheim Junior High / Fairmont Preparatory 

Academy

입학 영어조건

(No language foundation support)

TOESL IBT 79 이상 또는 ISEPA 55-60 또는 SLATE 5.5-6.0

* 별도의 영어과정 제공 안함

(Advanced Writing Workshop)

TOEFL IBT 60-78 또는 ISEPA 45-54 또는 SLATE 4.5-5.4

* Special Writing 수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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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성적조건

GPA 3.0 / 4.0 GPA

기타 입학조건

① 지난 3년간 성적증명서

② Skype 또는 QQ interview

③ 수학 및 영어 선생님 추천서

유학생들을 위한 추가 과정

2~6주간의 단기 집중영어과정 (Short-term Immersion Program, 

1~12학년)을 제공하며, 아카데믹 과정으로 23개의 AP 과정, 11~12학년을

위한 21개의 IB 과정, 분야별 특성화 과정으로 고급 과학 & 공학 과정

(Advanced Science & Engineering Program), 고급 수학 과정

(Advanced Math Program), 국제 경영 과정(International Business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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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9월/1월

• 가을학기: 8월 중순~12월 중순

• 봄학기: 1월 중순~5월

• 여름 학기: 6월 중순~7월 말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후 Skype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 여부 결정 →  약 2주 이

내 등록 예치금 및 등록 관련 추가서류 작성 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

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TOEFL, TOEFL JR, SLATE, IELTS, 

ISEPA(자체 온라인테스트)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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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페어몬트 자체 온라인 지원서 사용

참고 및 주의 사항

✓ 성적증명서 원본은 입학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 다이렉트 지원자의 경우, 입학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작문 능력 향상을 위

한 Writing Workshop 과정이 의무적으로 추가 권장되어 별도의 비용이

부가 될 수 있음. (연간 $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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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안토니스 고등학교
Saint Anthony’s High School

설립년도 1933년

위치 뉴욕주 헌팅턴 (Huntington, NY)

웹사이트 http://sahsutp.com/

http://www.stanthonyshs.org/

전체 학생수 약 2,40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sahsutp.com/
http://www.stanthonyshs.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225점 (유학생 기준)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교복 있음

유학생 12%

ESL 제공 있음

교직원수 173명

AP/Honors 과목 87개

교사:학생 비율 1:15

특별활동 96개 이상

졸업생 진학률 100% (전체 학생)

Top 100위 진학률 84% (유학생 기준)

졸업생 평균 GPA 91% (유학생 기준)

숙소형태 홈스테이

학비 및 홈스테이

FALL 2020

With Homestay program

NEW YORK

Saint Anthony's 

Direct Entry $40,235

Support Level I $44,225

Support Level II $48,215

Support Level III $52,205



추가비용

✓ 추가비용으로 등록비, 학생의 영어능력에 따른 랭귀지 파운데이션비, 보

험료, 공항마중비, 오리엔테이션비, 스쿨버스 이용료, 신입생 추가비, 액

티비티 비용 등이 있으므로, 전체비용은 연간 약 $41,000~52,300+@

로 예상해야 함.

✓ 전체 비용에는 유학생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 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1월학기 학

비만 납입. 

✓ 입학 허가 후, 등록예치금 $2,8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가서(I-20) 발급

되며,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등록예치금은 환급이 안됨.

주요 진학대학

에모리, 브랜다이즈, NYU, 보스턴, UC 어바인, 노스이스턴, UC 샌디에고, 

UC 데이비스, UC 매디슨, 오하이오 주립, UW, 코네티컷, 시라큐스, 매릴랜

드 컬리지 파크, 럿거스, 클락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FALL 2020

Without Homestay program

NEW YORK

Saint Anthony's 

Direct Entry $23,325

Support Level I $27,315

Support Level II $31,305

Support Level III $35,295



학교 소개

1933년 Franciscan Brothers에 의해 설립된 Saint Anthony’s High 

School은 뉴욕 시티에서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카톨릭계 고등학

교로 미국 고등학교 중 가장 규모가 큰 성가대 합창단을 보유하고 있다. 

100%에 가까운 대학 진학율을 자랑하며, 그 중 91%의 학생들이 미국의

Top 100위권 내의 대학으로 합격하는 우수한 진학 결과를 보여주는 명문 사

립고등학교 이다. 세인트 안토니스의 학생들은 연간 신학, 영어, 사회, 외국어, 

수학, 과학, 미술, 체육, 보건, 선택과목의 수업을 듣게 된다. 

세인트 안토니스 고등학교는 ‘UTP (University Track Preparation) 

High Schools’의 파트너 학교이다. UTP는 미국 내 파트너 고등학교 유학생

들을 위한 고등학교 입학준비과정을 제공하며, 학업과 유학생활 전반에 필요

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 내 파트너 학교들은 주로 뉴욕과 캘리

포니아주와 주변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ESL 과정을 정

규수업과 병행하여 운영하므로 학업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UTP 유학생 지원서비스>

• 공항마중 및 오리엔테이션

• 캠퍼스 내 서포트

• 글로벌 앰배서더클럽

• 고교 및 대학진학 상담

• 홈스테이 & 기숙사 배정

• 입학전 학업 스케줄링

• 학업진도 리포트

• 보험 안내

• 교통편 서비스

• 과외알선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안토니스 고등학교는 뉴욕 맨하탄 중심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롱아일랜드의 교외지역, 사우스 헌팅턴에 위치해 있다. 롱아일랜드는 친

절한 주민들, 쇼핑몰, 아름다운 해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으로 바이크, 축구,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들이 많다.

학교주소: 275 Wolf Hill Road, South Huntington, New York 11747

숙소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숙소형태 홈스테이

Room 1인실 또는 2인실이상

식사 주중 1일 2식(주말 3식)

학생들의 숙소로는 홈스테이가 가능하며 스쿨 버스를 이용해 등 ·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정의 70% 이상이 세인트 안토니스 고등학교의 학

부형이며, 식사는 일일 2식, 주말에는 3식이 제공된다.



[주요 과정 안내]

<유학생 영어과정 ILC, International Learning Center>

인터내셔널 러닝 센터를 통해 유학생들은 학교 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ILC의 Language Foundation 과정은 정규과목 수업과

영어 수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학생들의 선택과목 수업을 영어

수업으로 대체히여 수강한다.  물론 유학생들은 레벨에 따라 배정된 영어 수

업을 받는다. 

영어 실력에 따라 세 개의 레벨로 나뉘며, 정규수업 후 보충수업이나 정규과

정 전 선행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정규 과정 내에 포함된 영어 수업이므로 유

학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단계 Support Level III (중급반)

수업횟수 1일 3회

수업구성 Academic Fluency-Intermediate

Academic Skills-Intermediate

Culture and Context

영어조건 (택 1) IELTS 4.0-5.0

TOEFL IBT35-55

SLATE 3.0-3.9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단계 Support Level II (중상급반)

수업횟수 1일 2회

수업구성 Academic Fluency-Upper Intermediate

Academic Skills-Upper Intermediate

영어조건 (택 1) IELTS 5.0-6.0

TOEFL IBT 56-78

SLATE 4.0-4.9

단계 Support Level I (고급반)

수업횟수 1일 1회

수업구성 Academic Skills-Advanced

영어조건 (택 1) IELTS 6.0-6.5

TOEFL IBT 79-87 

SLATE 5.0-5.9



<고등학교 과정, Academic Program>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High School Diploma 정규 고등학교 과정

학년 9, 10, 11

입학일 9월, 1월

학업기간
연간 2학기(Academic Year)

세인트 안토니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재학 해야 함.

학업 시간표 8:20AM -2:30PM

입학 영어조건 (택 1)

IELTS 4.0-5.0/TOEFL IBT35-55/ SLATE 3.0-

3.9.4 - Support Level III (3 LF classes/day)

IELTS 5.0-6.0/TOEFL IBT59-78/ SLATE 4.0-4.9 -

Support II (2 classes/day)

IELTS 6.0-6.5/TOEFL IBT79-87/ SLATE 5.0-5.9 -

Support Level I (1 LF class/day)

IELTS 7.0+/IBT 88+/ SLATE 6.0+/ISEPA 60+ (No 

language foundation)

입학 성적조건
90% GPA 이상 (미국 기준) / 모든 과목에서 70% 이
상 (한국 기준)

기타 입학조건

영어 선생님 추천서
수학 선생님 추천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Skype 인터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Exchange Program 교환학생 과정

학년 9, 10, 11, 12

입학일 9월, 1월

학업기간
1학기 또는 2학기
세인트 안토니스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불가

학업 시간표 8:20AM -2:30PM

입학 영어조건 (택 1)

IELTS 4.0-5.0/TOEFL IBT35-55/ SLATE 3.0-

3.9.4 - Support Level III (3 LF classes/day)

IELTS 5.0-6.0/TOEFL IBT59-78/ SLATE 4.0-4.9 -

Support II (2 classes/day)

IELTS 6.0-6.5/TOEFL IBT79-87/ SLATE 5.0-5.9 -

Support Level I (1 LF class/day)

IELTS 7.0+/IBT 88+/ SLATE 6.0+/ISEPA 60+ (No 

language foundation)

입학 성적조건
90% GPA 이상 (미국 기준) / 모든 과목에서 70% 이
상 (한국 기준)

기타 입학조건

영어 선생님 추천서
수학 선생님 추천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Skype 인터뷰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입학률: 33%, 9월/1월 입학

가을학기: 9월 초~12월 중순

신입생 모집 오리엔테이션: 9월 학기 입학일 일주 전

크리스마스 방학: 12월 중순~1월 초

봄학기: 1월 중순~5월

신입생 모집 오리엔테이션: 1월 학기 입학일 2~3일 전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후, 자체 온라인테스트 → Skype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

여부 결정 → 약 2주 이내 등록 예치금 및 등록 관련 추가 서류 작성 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 TOEFL, SLATE 또는 자체 온라인
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UTP 세인트 안토니스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존스 고등학교
Saint John’s High School

설립년도 1966년

위치 뉴욕주 웨스트 아이슬립 (West Islip, NY)

웹사이트 http://sjhsutp.com

www.stjohnthebaptistdhs.net

전체 학생수 약 1,50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sjhsutp.com/
http://www.stjohnthebaptistdhs.net/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144점 (유학생 기준)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교복 있음

유학생 11%

ESL 제공 있음

교직원수 110명

AP 과목 15개

교사:학생 비율 1:16

특별 활동 40개 이상

AP과목 15개

졸업생 진학률 100% (전체 학생)

Top 100위 진학률 75% (유학생 기준)

졸업생 평균 GPA 91% (유학생 기준)

숙소형태 홈스테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비 및 숙소비 (홈스테이)

FALL 2020

With Homestay program

NEW YORK

Saint John's

Direct Entry $40,275

Support Level I $44,265

Support Level II $48,255

Support Level III $52,245

FALL 2020

With Homestay program

NEW YORK

Saint John's

Direct Entry $23,365

Support Level I $27,355

Support Level II $31,345

Support Level III $35,335

추가비용

✓ 추가비용으로 등록비, 학생의 영어능력에 따른 랭귀지 파운데이션비, 보

험료, 공항마중비, 오리엔테이션비, 스쿨버스 이용료, 신입생 추가비, 액

티비티 비용 등이 있으므로, 전체비용은 연간 약 $41,000~52,500+@

로 예상헤야 함.

✓ 전체 비용에는 유학생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 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학기별 분납. 

✓ 입학 허가 후, 등록예치금 $2,800불을 지불하여야 입학허가서(I-20) 발

급되며,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 함.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주요 진학대학

콜럼비아, 존스 홉킨스, 코넬, 조지타운, 서던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NYU, 

보스턴, 렌슬러 폴리테크닉, 리하이,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마이애미, 펜실

배니아 주립, 빌라노바 등



학교 소개

1966년 설립된 Saint John’s High School은 뉴욕 시티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카톨릭계 고등학교로 교사와 학생 비율이 1:16으로 밀착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98%의 대학 진학율을 보여주며, 2019년 기준 유학생의

75% 이상이 미국 내 Top 100위권 대학으로 진학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본교는 방송, 영상, 음악, 아트, 스포츠 클럽이 특화 되어 있다. 

세인트 존스 고등학교는 ‘UTP (University Track Preparation) High 

Schools’의 파트너 학교이다. UTP는 미국 내 파트너 고등학교 유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 입학준비과정을 제공하며, 학업과 유학생활 전반에 필요한 지

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 내 파트너 학교들은 주로 뉴욕과 캘리포니

아주와 주변에 위치하여 지리적인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ESL 과정을 정규수

업과 병행하여 운영하므로 학업기간을 단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UTP 유학생 지원서비스>

• 공항마중 및 오리엔테이션

• 캠퍼스 내 서포트

• 글로벌 앰배서더클럽

• 고교 및 대학진학 상담

• 홈스테이 & 기숙사 배정

• 입학전 학업 스케줄링

• 학업진도 리포트

• 보험 안내

• 교통편 서비스

• 과외알선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세인트 존스 고등학교는 뉴욕 시에서 한시간, 롱아일랜드 해변에서 약 5분 정

도 거리에 있는 웨스트 아이슬립의 타운인 워터프론트에 위치한다. 롱아일랜

드는 친절한 주민들, 쇼핑몰, 아름다운 해변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으로 바이

크, 축구,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

다.

학교주소: 1170 Montauk Highway, West Islip, NY 11795

숙소 정보

숙소는 홈스테이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학교까지 스쿨버스로 등 ·하교할 수 있

다. 식사는 주중에는 1일 2식, 주말에는 1일 3식이 제공된다.

숙소형태 홈스테이

Room 1인실 또는 2인실이상

식사 주중 1일 2식(주말 3식)



[주요 과정 안내]

<유학생 영어과정 ILC, International Learning Center>

인터내셔널 러닝 센터를 통해 유학생들은 학교 생활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ILC의 Language Foundation 과정은 정규과목 수업과

영어 수업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학생들의 선택과목 수업을 영어

수업으로 대체히여 수강한다.  물론 유학생들은 레벨에 따라 배정된 영어 수

업을 받는다. 

영어 실력에 따라 세 개의 레벨로 나뉘며, 정규수업 후 보충수업이나 정규과

정 전 선행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정규 과정 내에 포함된 영어 수업이므로 유

학기간이 단축 될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단계 Support Level III (중급반)

수업횟수 1일 3회

수업구성 Academic Fluency-Intermediate

Academic Skills-Intermediate

Culture and Context

영어조건 (택 1) IELTS 4.0-5.0

TOEFL IBT35-55

SLATE 3.0-3.9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단계 Support Level II (중상급반)

수업횟수 1일 2회

수업구성 Academic Fluency-Upper Intermediate

Academic Skills-Upper Intermediate

영어조건 (택 1) IELTS 5.0-6.0

TOEFL IBT 56-78

SLATE 4.0-4.9

단계 Support Level I (고급반)

수업횟수 1일 1회

수업구성 Academic Skills-Advanced

영어조건 (택 1) IELTS 6.0-6.5

TOEFL IBT 79-87 

SLATE 5.0-5.9



<정규 고등학교 과정, Academic Program>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High School Diploma 정규 고등학교 과정

학년 9, 10, 11

입학일 9월, 1월

학업기간
연간 2학기(Academic Year)

세인트 존스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재학 해야 함.

학업 시간표 7:50AM -2:36PM

입학 영어조건 (택 1)

IELTS 4.0-5.0/TOEFL IBT35-55/ SLATE 3.0-

3.9.4 - Support Level III (3 LF classes/day)

IELTS 5.0-6.0/TOEFL IBT59-78/ SLATE 4.0-4.9 -

Support II (2 classes/day)

IELTS 6.0-6.5/TOEFL IBT79-87/ SLATE 5.0-5.9 -

Support Level I (1 LF class/day)

IELTS 7.0+/IBT 88+/ SLATE 6.0+/ISEPA 60+ (No 

language foundation)

입학 성적조건
90% GPA 이상 (미국 기준) / 모든 과목에서 70% 이
상 (한국 기준)

기타 입학조건

영어 선생님 추천서
수학 선생님 추천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Skype 인터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Exchange Program 교환학생 과정

학년 9, 10, 11, 12

입학일 9월, 1월

학업기간
1학기 또는 2학기
세인트 안토니스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불가

학업 시간표 7:50AM -2:36PM

입학 영어조건 (택 1)

IELTS 4.0-5.0/TOEFL IBT35-55/ SLATE 3.0-

3.9.4 - Support Level III (3 LF classes/day)

IELTS 5.0-6.0/TOEFL IBT59-78/ SLATE 4.0-4.9 -

Support II (2 classes/day)

IELTS 6.0-6.5/TOEFL IBT79-87/ SLATE 5.0-5.9 -

Support Level I (1 LF class/day)

IELTS 7.0+/IBT 88+/ SLATE 6.0+/ISEPA 60+ (No 

language foundation)

입학 성적조건
90% GPA 이상 (미국 기준) / 모든 과목에서 70% 이
상 (한국 기준)

기타 입학조건

영어 선생님 추천서
수학 선생님 추천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Skype 인터뷰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9월/1월

가을학기: 9월 초~12월 중순

신입생 모집 오리엔테이션: 9월 학기 입학일 일주 전

크리스마스 방학: 12월 중순~1월 초

봄학기: 1월 중순~5월

신입생 모집 오리엔테이션: 1월 학기 입학일 2~3일 전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후, 자체 온라인테스트 → Skype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

여부 결정 → 약 2주 이내 등록 예치금 및 등록 관련 추가 서류 작성 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②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IELTS, TOEFL, SLATE 또는 자체 온라인
테스트 응시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지원방법

세인트 존스 자체 온라인 입학신청서 사용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카디날 무니 사립 고등학교
Cardinal Mooney High School

설립년도 1956년

위치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Youngstown, OH)

웹사이트 https://www.cardinalmooney.com/

전체 학생수 약 48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s://www.cardinalmooney.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21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7점

유학생 3%

교복 있음

교직원수 37명

ELL 영어수업 ASG에서 제공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3

AP & Honors 과목 13개/14개

특별활동 30개 이상

졸업생 진학률 99%

숙소형태 기숙사

학비 & 기숙사비 $49,556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학비에는 유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및 숙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 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학기별 분납.

• 입학 허가 후,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가서(I-20) 발급

되며,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 함.

• 추가 비용: 의료보험료, 교재비, 교복, 기타 액티비티, 부대시설 사용료 추

가 됨.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브라운, 카네기 멜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미시건 주립, 마이애미, 

노틀담, 오하이오 주립, 펜실배니아 주립, 피츠버그, 스탠포드, 밴더빌트, 웨

이크 포레스트, UW, 예일, 영스타운 주립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미국 동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 위치한 카디날 무니 사립 고등학교는

1956년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카톨릭 사립 고등학교이다. 

영스타운은 훌륭한 학군으로 명문 사립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유

명한 곳이다. 이 학교는 영스타운에서도 훌륭한 교사진과 좋은 커리큘럼으로

잘 알려진 명문 학교이다. 

전교생이 약 480여명 남짓으로 규모가 작지만 그만큼 가족적인 분위기가 장

점이며, 교내에는 오랜 경력의 상담 교직원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상담지도를

담당하며, 도서 미디어 담당 직원이 교내 도서실에 상주하여 학생들의 학업과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학업과정 중 그룹별로 모여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개인지도(Peer 

Tutoring)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교사들이 독해 Reading, 스터디 스킬

Study skill, 영어능력시험준비 Proficiency test review 부분을 집중 지도

해 준다. 또한 교내에는 최첨단 학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디오, 출판물, 디

지털 미디어 스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4대의 3D 프린터가 마련되어 있다. 재

학 중 대학과목을 수강하여 영스타운 주립 대학의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

다. 

American Scholar Group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 이하 ASG)

카디날 무니 고등학교는 ASG의 파트너 학교이며, 유학생들은 ASG에서 제공

하는 홈스타일 또는 칼리지 형태의 국제기숙사를 이용한다. ASG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과 문화교류 지원, 학습전략과 진로상담, 미국

대학 진학준비, 학교 및 유학생활 상담 등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이 필

요로 하는 토탈 학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ASG는 또한 유학생 방과후 프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로그램을 통하여 학교과제, 학과목 보충수업, ESL 영어수업과 TOEFL, SAT

시험 준비수업을 운영하며, 재학 중 봉사활동, 클럽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ASG는 펜실배니아와 오하이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총 25개의 미국 공 ·사립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http://www.americanscholargroup.com/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http://www.americanscholargroup.com/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카디날 무니 사립 고등학교는 오하이오주의 북동부에 있는 영스타운 도시에

위치해 있다. 영스타운은 다양한 비즈니스, 제조업의 도시이며 인구는 약

96,000명이다. 학교에서는 Mahoning, Trumbull, Colombiana 카운티

주변지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다. 교내시설로는 스마트보드, 웨이트

트레이닝시설, 컴퓨터랩실, 도서관, 기상 관측소, 테니스 코트, 야외 운동경기

장, 풋볼 및 축구경기장, 야구 및 소프트볼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학교주소: 2545 Erie Street, Youngstown, Ohio 44507

숙소 정보

숙소형태 관리형 기숙사

Room 2인1실

식사 1일 2식 (주중 아침+저녁/주말 브런
치+저녁)

학생들의 숙소로는 ASG에서 제공하는 홈스타일 또는 컬리지 형태의
기숙사를 사용하며 통학 학교에는 차량으로 등 ·하교 할 수 있다. 식사는
전문 쉐프를 통해 일일 2식이 제공되며, 주말에는 3식의 동양식과 서양식
식사가 제공된다.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 또는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Skype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 여부 결정 → 약 2주 이

내 등록 예치금 및 등록 관련 추가 서류 작성 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

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4년간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USD 50,000 불 이상 권장

선생님 추천서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ELTiS, TOEFL/IELTS, SLATE 등 있는 경우 한함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원방법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 자체 입학신청서 사용

참고사항

✓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 학비에는 유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및 숙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 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학기별 분납.

✓ 입학 허가 후,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하여야 입학허가서(I-20) 발

급되며,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 함.

✓ 기타 비용: 의료 보험료, 학교 비용(교재비, 유니폼, 기타 액티비티, 부대

시설 사용료)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존 에프 케네디 카톨릭학교
John F. Kennedy Catholic School

설립년도 1964년

위치 오하이오주 워렌 (Warren, OH)

웹사이트 http://www.warrenjfk.com

전체 학생수 약 397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www.warrenjfk.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10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5점

유학생 2%

교복 있음

교직원수 25명

ESL 제공 ASG에서 제공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4

AP & Honors 과목 5개/9개

졸업생 진학률 99%

특별활동 24개 이상

학비 & 기숙사비 $48,556 (관리형 프로그램)

숙소형태 기숙사

비용 – 참고사항

• 학비에는 유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및 숙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 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학기별 분납. 

• 입학 허가 후,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해야 입학허가서(I-20) 발급

되며,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 함. 

• 추가 비용: 의료보험료, 교재비, 교복, 기타 액티비티, 부대시설 사용료 추

가 됨.



주요 진학대학

아메리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루이지애나 주립, 미 육군사관학교, 미 해군

사관학교, 노틀담, 오하이오 주립, 펜실배니아 주립, 피츠버그, 빌라노바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미국 동부 오하이오주 워렌에 위치한 카톨릭 사립 고등학교로 졸업생의 99%

가 대학을 진학하여 높은 진학률을 자랑하며 지역내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의학(Medical), 법학(Law), 비즈니스(Business)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등 탁월한 학업환경과 강점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에 진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4년과정의

의대진학 예비과정인 MedPREP(Medical Professional Readiness 

Education Program)을 학교에서 운영하여 학생들이 기본 의료지식을 배

우고, 의료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조언과 경험담을 듣고, 의료시설에 나가

봉사활동를 하며, 실시간 수술과 부검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등 의과대

학에 진학전에 의료지식을 쌓고, 의학을 접하며, 본인의 적성 여부를 탐색해

볼 수 있다. 또한 재학 중 대학과목을 수강하여 영스타운 주립 대학

(Youngstown State University)의 학점을 미리 취득할 수 있다. 교실에는

최점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보드가 구비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아이패

드가 제공된다. 

American Scholar Group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 이하 ASG)

존 에프 케네디 카톨릭학교는 ASG의 파트너 학교이며, 유학생들은 ASG에서

제공하는 홈스타일 또는 칼리지 형태의 국제기숙사를 이용한다. ASG는 학생

들의 성공적인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과 문화교류 지원, 학습전략과 진로상담, 

미국대학 진학준비, 학교 및 유학생활 상담 등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

이 필요로 하는 토탈 학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ASG는 또한 유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과제, 학과목 보충수업, ESL 영어수업과 TOEFL, 

SAT시험 준비수업을 운영하며, 재학 중 봉사활동, 클럽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운영한다. ASG는 펜실배니아와 오하이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에

서 총 25개의 미국 공 ·사립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http://www.americanscholargroup.com/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http://www.americanscholargroup.com/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존 에프 케네디 사립 고등학교가 소재한 워렌은 인구 4만여명 정도의 백인가

정이 밀집한 조용한 주택가 지역으로 명문학교가 많은 영스타운 인근에 위치

해 있다. 교내 시설로는 컴퓨터 랩실, 실내 체육관, 스마트보드, 도서관, 축구

경기장, 테니스 코트, 야구경기장, 육상경기장 등이 있다.

학생들의 숙소로는 미 동부 교육기관 인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American 

Scholar Group)에서 제공되는 홈스타일 또는 칼리지 형태의 기숙사 사용이

가능하며 통학 차량을 이용해 등/학교를 할 수 있다. 또한 아메리칸 스칼라 그

룹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교과제, 학과목 보충수업, ESL 영어

수업과 TOEFL, SAT 시험 준비수업과 봉사활동, 클럽활동 등의 학생들의 성

공적인 대학 진학을 위해 학업관리 및 학습전략, 학교 및 생활 상담 등 토탈 학

업관리를 진행한다. 식사는 전문 쉐프를 통해 일일 2식이 제공되며 주말에는

3식의 동양식과 서양식 식사가 제공된다. 



숙소 정보

학생들의 숙소로는 ASG에서 제공하는 홈스타일 또는 컬리지 형태의 기숙사

를 사용하며 통학 학교에는 차량으로 등 ·하교 할 수 있다. 식사는 전문 쉐프

를 통해 일일 2식이 제공되며, 주말에는 3식의 동양식과 서양식 식사가 제공

된다. 

<오하이오 영스타운지역 기숙사 외관>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숙소형태 관리형 기숙사

Room 2인1실

식사
1일 2식 (주중 아침+저녁/주말 브런
치+저녁)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 또는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Skype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 여부 결정 → 약 2주 이

내 등록 예치금 및 등록 관련 추가 서류 작성 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

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4년간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USD 50,000 불 이상 권장

선생님 추천서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ELTiS, TOEFL/IELTS, SLATE 등 있는 경우 한함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원방법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 자체 입학신청서 사용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얼슬린 고등학교
Ursuline High School

설립년도 1905년

위치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Youngstown, OH)

웹사이트 https://ursuline.com/

전체 학생수 약 480명

운영형태 Day

학년 9~12학년

https://ursuline.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380점

종교 카톨릭(Roman Catholic)

평균 ACT 점수 26점

유학생 2%

교복 있음

교직원수 37명

ELL 영어수업 ASG에서 제공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3

AP & Honors 과목 21개/9개

졸업생 진학률 98%

특별활동 30개 이상

학비 & 기숙사비 $49,556 (관리형 프로그램) 

비용 – 참고사항

• 학비에는 유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및 숙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학기별 분납. 

• 입학허가 후,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하여야 입학허가서(I-20) 발

급되며,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 함. 

• 추가 비용: 의료보험료, 교재비, 교복, 기타 액티비티, 부대시설 사용료 추

가 됨.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카네기 멜론, 콜럼비아, 다트머스 컬리지, 조지타운, 조지 워싱턴, 하

버드, 미시건, 노틀담, 오하이오 주립, 펜실배니아 주립, 유펜(UPENN), 피츠

버그, 미 공군사관학교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미국 동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 위치한 얼슬린 고등학교는 1905년 설립된

오랜 역사와 전통의 명문 카톨릭 사립 고등학교이다. 특히 이 학교는 명문 사

립학교들과 훌륭한 학군으로 유명한 영스타운에서도 가장 학구열과 학업 성

취도가 높은 사립학교로 명성이 높다. 

오하이오 교육부와 오하이오 카톨릭학교 협회에서 인증하는 지역내 미술 프

로그램과 공연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스타운 주립대학의 학점

을 선 취득하는 대학 과정들이 운영된다. 또한 이 학교는 컴퓨터 등의 과학기

술을 활용한 교육을 매우 중시하는데, 모든 교실에는 스마트 보드와 교사전용

노트북이 갖춰져 학생들이 최신 기술과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하도록 지원

하며, 영어학습 프로그램인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과 컴퓨터학습 프

로그램인 스터디 아일랜드(Study Island)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매년 아이비리그 대학이나 상위 50위권 내 미국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은 학교이다. 

American Scholar Group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 이하 ASG)

얼슬린 고등학교는 ASG의 파트너 학교이며, 유학생들은 ASG에서 제공하는

홈스타일 또는 칼리지 형태의 국제기숙사를 이용한다. ASG는 학생들의 성공

적인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과 문화교류 지원, 학습전략과 진로상담, 미국대학

진학준비, 학교 및 유학생활 상담 등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이 필요로

하는 토탈 학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ASG는 또한 유학생 방과후 프로그

램을 통하여 학교과제, 학과목 보충수업, ESL 영어수업과 TOEFL, SAT시험

준비수업을 운영하며, 재학 중 봉사활동, 클럽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SG는 펜실배니아와 오하이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총 25개

의 미국 공 ·사립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얼슬린 사립 고등학교는 오하이오주의 북동부에 있는 도시인 영스타운에 위

치해 있다. 영스타운은 다양한 비즈니스, 제조업의 도시이며 인구는 약

96,000명이다. 교내시설로는 아트 컴퓨터 랩실, 과학실, 컴퓨터 랩실, 도서

관 등이 있으며 풋볼, 축구 및 육상부는 영스타운 주립 대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교주소: 750 Wick Avenue, Youngstown, Ohio 44505

숙소 정보

학생들의 숙소로는 ASG에서 제공하는 홈스타일 또는 컬리지 형태의 기숙사

를 사용하며 통학 학교에는 차량으로 등 ·하교 할 수 있다. 식사는 전문 쉐프

를 통해 일일 2식이 제공되며, 주말에는 3식의 동양식과 서양식 식사가 제공

된다. 

숙소형태 관리형 기숙사

Room 2인1실

식사 1일 2식 (주중 아침+저녁/주말 브런
치+저녁)



<오하이오 영스타운지역 기숙사 외관>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 또는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Skype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 여부 결정 → 약 2주 이

내 등록 예치금 및 등록 관련 추가 서류 작성 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

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4년간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USD 50,000 불 이상 권장

선생님 추천서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ELTiS, TOEFL/IELTS, SLATE 등 있는 경우 한함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원방법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 자체 입학신청서 사용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그린빌 공립 고등학교
Greenville High School

설립년도 1810년

위치 펜실베니아주 그린빌 (Greenville, PA)

웹사이트 http://www.greenville.k12.pa.us/

전체 학생수 약 684명

운영형태 Day

학년 7~12학년

http://www.greenville.k12.pa.us/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110점

종교 없음 – 공립

수상 경력 Blue Ribbon School (2017) 

유학생 2%

교복 있음

교직원수 49명

ESL 제공 ASG에서 제공 - 방과 후 수업

교사:학생 비율 1:14

AP/Honors 과목 2개/8개

학비 & 기숙사비 $48,556 (관리형 프로그램)

특별활동 29개 이상

비용 – 참고사항

• 학비에는 유학생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및 숙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9월학기 입학자는 연간 학비를 완납해야 하며, 1월 입학자는 학기별 분납. 

• 입학허가 후, 등록예치금 $5,000불을 지불하여야 입학허가서(I-20) 발

급되며,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 함. 

• 추가 비용: 의료보험료, 교재비, 교복, 기타 액티비티, 부대시설 사용료 추

가됨



주요 진학대학

보스턴 컬리지, 브라운, UC 버클리, UC 로스앤젤레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포드햄, 하버드, 아이오와, 미시건, 노틀담, 오하이오 주립, 피츠버그, 펜실배

니아 주립, 퍼듀, 로드 아일랜드 등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미 동부 펜실베니아 그린빌에 위치한 그린빌 고등학교는 7학년에서 12학년

으로 구성된 공립학교이다. 70% 이상의 교사들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

하고 있는 지역내 명문 공립고등학교이다. 펜실배니아 주에서 4개교, 미국 전

체에서는 342개교만이 수상한 미 교육부 선정 2017년 블루리본 학교로 선

정되어 지역 내에서 최초로 ‘최우수 고등학교’ 인 블루리본 학교(Blue 

Ribbon School)가 되기도 하였다. 

그린빌 공립 고등학교는 메사추세츠 공대의 MIT Fab Lab 인증학교로 3D 프

린터 기술과 STEM 엔지니어링으로 특화된 학교이다. 본교의 장점 중 하나는

카네기 멜론 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이공계 전공과목(컴퓨

터 프로그래밍,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게임디자인, 컴퓨터 엔지니어링 등)들

에 대한 이론과 실습수업을 수강하여 대학 학점을 미리 이수할 수 있다는 점

이다. 특히 미국 명문대학인 피츠버그 대학(University of Pittsburgh)과

세톤 힐 대학(Seton Hill University)의 학점을 각각 37학점, 1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더불어 이 학교에는 12학년으로 입학도 가능하여, 학업을 마친 경우 미국 고

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 사립학교들은 불가). 공립학

교이므로 유학생들은 학생비자(F1)로 1년 동안만 미국 공립교육과 미국문화

를 경험할 수 있다. 

American Scholar Group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 이하 ASG)

그린빌 공립고등학교는 ASG의 파트너 학교이며, 유학생들은 ASG에서 제공

하는 홈스타일 또는 칼리지 형태의 국제기숙사를 이용한다. ASG는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진학을 위해 학업과 문화교류 지원, 학습전략과 진로상담, 미국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대학 진학준비, 학교 및 유학생활 상담 등 학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이들이 필

요로 하는 토탈 학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ASG는 또한 유학생 방과후 프

로그램을 통하여 학교과제, 학과목 보충수업, ESL 영어수업과 TOEFL, SAT

시험 준비수업을 운영하며, 재학 중 봉사활동, 클럽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ASG는 펜실배니아와 오하이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총 25개의 미국 공 ·사립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http://www.americanscholargroup.com/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http://www.americanscholargroup.com/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그린빌 공립 고등학교가 소재한 그린빌은 펜실베니아 자치구인 머서 카운티

의 Shenango 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57만명이 거주하는 오하이오주

와 펜실베니아주 수도권 경계지역 중의 하나이다. 교내시설로는 체육관, 과학

실, 테니스 코트, 웨이트 룸 및 피트니스 센터, 3D 디자인 및 프린트 설비, 도

서관, 풋볼 경기장, 미디어 디자인 센터, 육상 경기장 등이 있다.

학교주소: 9 Donation Road, Greenville, Pennsylvania 16125

숙소 정보

학생들의 숙소로는 ASG에서 제공하는 홈스타일 또는 컬리지 형태의 기숙사

를 사용하며 통학 학교에는 차량으로 등 ·하교 할 수 있다. 식사는 전문 쉐프

를 통해 일일 2식이 제공되며, 주말에는 3식의 동양식과 서양식 식사가 제공

된다. 

숙소형태 관리형 기숙사

Room 2인1실

식사 1일 2식 (주중 아침+저녁/주말 브런
치+저녁)



<펜실배니아 그린빌 지역 기숙사 외관 샘플>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 또는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 입학지원 → Skype 인터뷰 → 약 일주일 후 입학 여부 결정 → 약 2주 이

내 등록 예치금 및 등록 관련 추가 서류 작성 완료 → 정식 입학 허가서 I-

20 발송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GENERAL INFORMATION & STUDENT 

QUESTIONNAIRE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4년간 성적증명서

은행잔고증명서 USD 50,000 불 이상 권장

선생님 추천서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ELTiS, TOEFL/IELTS, SLATE 등 있는 경우 한함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한
함)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원방법

아메리칸 스칼라 그룹 자체 입학신청서 사용

참고사항

성적증명서 원본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지참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더 빌리지 스쿨
The Village School

설립년도 1966년

위치 텍사스주 휴스턴 (Houston, TX)

웹사이트 http://www.thevillageschool.com/

전체 학생수 1,905명 (9-12학년: 총 655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7~12학년(Boarding), PK~12학년(Day)

http://www.thevillageschool.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725점 (IB: 32점, ACT: 26점)

종교 없음

평균 ACT 점수 25점

유학생 23%

토요일 수업 없음

기숙사생 154명

교복 있음

학급당 평균학생수 16명

ESL 과정 있음

교사:학생 비율 1:8

여름 학기 있음

교직원 30%+ 석, 박사 학위 보유

IB Diploma 27개

학교대항 스포츠 11개

특별활동 조직 25개



학비(Boarding)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Annual Tuition $63,000 

Student Fee $6,000 

Village Class Trip Fee $1,000 

Total Cost $70,800 

학비(Day)

Program/Grade 2019/20 Cost

Pre-K2 (five days, all day) $21,225 

Pre-K3 (five days, all day) $21,225 

Pre-K4 $22,025 

Kindergarten $22,925 

Grades 1 and 2 $24,225 

Grade 3 $24,225 

Grade 4 $24,450 

Grade 5 $25,425 

Grade 6 $27,600 

Grades 7 and 8 $28,825 

Grade 9 $29,300 

Grade 10 $29,300 

Grade 11 $29,300 

Grade 12 $29,300 



주요 진학대학

휴스턴, 텍사스-오스틴, MSU, 콜로라도-보울더, 배일러, 퍼듀, UCLA, 하버

드, 프린스턴, 라이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소개

더 빌리지 스쿨은 3세~5세를 위한 초등학교로 100명의 학생을 데리고

1966년 개교하였다. 2016년에 Nord Anglia Education 그룹 소속이 되었

으며, 현재 PK 부터 12학년까지 1,4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휴스턴 지역에서 유일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보딩스쿨이며, 우수한

아카데믹 과정과 학생들의 예체능 활동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학교이다. 캠퍼

스내에는 실내체육관과 댄스 스튜디오, 요가 스튜디오, 육상 경기장, 테니스

코트, 헬스장 등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보딩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 2외국어로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독특하게 노르웨이어를 가르친다.

<학교특징>

• 수준 높은 IB 과정 운영

• 우수한 대학진학률: 아이비리그 및 상위 10 위권 내 대학진학

• 학생 개인별 학업분석 평가시스템 운영

• 자체 테스트로 입학 가능

• 미국 텍사스 남동부 우주비행관제센터가 있는 휴스턴 소재

• 가족적인 분위기로 학업 및 생활 적응 용이

• 다양한 Extra-Curricular Activities 제공

• 영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을 위해 ELL 과정 운영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더 빌리지 스쿨이 위치한 미국 텍사스 남동부의 휴스턴은 세계 최대의 정유공

업지대의 하나로, 합성고무를 비롯한 화학공업이 멕시코 만의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황·소금을 원료로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교외에는 미

국 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관제센터가 있어, 1967년 7월 인류 최초

의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비롯한 우주선들의 관제소로도 널리 알

려져 있다. 

더 빌리지 스쿨은 휴스턴 서부 주거 지역에 약 28 에이커 (약3.5만평) 규모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15 에이커 규모로 캠퍼스 부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와이파이를 갖춘 ‘Smart’ 교실설비와 운동장, 카페테리아, 컴퓨터

랩실, 무용 스튜디오, 기숙사, 체육관, 도서관, 음악 & 미술실 등의 부대시설

을 갖추고 있으며, 기숙사는 새롭게 지어진 교내 기숙사로 학교시설 이용과

액티비티 참가가 용이하다.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 또는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②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자기 소개서 Writing Sample

(입학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음)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TOEFL, TOEFL Junior, IELTS 시험 점수 또는 자
체 테스트 응시(Oxford On-line Placement Test 

(OOPT))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한
함)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원방법

https://secure.infosnap.com/family/login.aspx?ReturnUrl=%2ffa

mily%2fdirectaction.aspx

참고사항

✓ 입학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입학예치금 $5,000불(학비에서 차감)을

지불해야 한다. 

✓ 학비, 기숙 및 식사 비용 외에 Student Fee와 Village Class Trip 비용

이 추가 발생된다.

✓ Student Fee (연간 약 $6,000):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핸드폰 및 랩탑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이외에 추가적인 액티비티나 서비스 활동에 의한 비용은 학생에게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Village Class Trip Fee (연간 약 $1,000): 학기 중 수학여행 비용이며

수학여행 동안의 교통비, 식사, 숙박과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수학여행

지와 학년에 따라 수학여행 경비에 변동이 있다. 수학여행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학기 중에 고지함.

https://secure.infosnap.com/family/login.aspx?ReturnUrl=%2ffamily%2fdirectaction.aspx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윈더미어 프렙 스쿨
Windermere Preparatory School

설립년도 2000년

위치 플로리다주 윈더미어 (Windermere, FL)

웹사이트 www.windermereprep.com

전체 학생수 1,400명 (9-12학년: 약 56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9~12학년(Boarding), PK~12학년(Day)

http://www.windermereprep.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653점 (IB: 31점 / ACT: 24점)

종교 없음

토요일 수업 없음

캠퍼스 사이즈 46 에이커

교복 있음

유학생 20%

ESL 과정 있음

기숙사생 101명

여름 학기 있음

학급당 평균학생수 18명

IB 과목 16개

교사:학생 비율 1:13

AP 과목 5개

학교대항 스포츠 11개

특별활동 조직 23개



학비(Boarding)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Middle School (Grades 6 - 8) Seven Day Program

Tuition and Boarding $62,750 

Student Fees* $6,000 

Total (7 Day Program) $68,750 

High School (Grades 9 - 12) Seven Day Program

Tuition and Boarding $64,850 

Student Fees* $6,000 

Total (7 Day Program) $70,850 

학비(Day)

Grades One Through Five $18,800 

Grades Six Through Eight $20,975 

Grades Nine Through Twelve $23,075 $68,750 

주요 진학대학

플로리다, FSU, 인디애나, 보스턴, 브라운, 알라바마, 듀크, UCLA, UPENN



학교 소개

윈더미어 프렙 스쿨은 미국 플로리다주 윈더미어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PK부

터 12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에

노드 앵글리아 교육 재단 소속에 편입되었다. 

윈더미어 프렙 스쿨은 센트럴 플로리다 지역에서 IB Diploma를 제공하는 유

일한 사립학교이며, 우수한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교로 널리 알려

져 있다. 학생 개인들의 비판적 사고능력을 구축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호간 존중하는 파트너로 함께 노력하며, 

학생의 개인적인 성장과 학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특징>

• IB, AP, Honors Course 등 수준 높은 교과과정 제공

• 우수한 대학진학률: 아이비리그 및 상위 10위권내 대학진학

• 학생 개인별 학업분석 평가시스템 운영

• 자체 테스트로 입학 가능

• 미국 고급 휴양도시인 플로리다 소재

• 낮은 유학생 비율과 우수한 부대시설

• 다양한 Extra-Curricular Activities 제공

• 영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을 위해 ESL 과정 운영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윈더미어는 미국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북동쪽으

로는 행정중심지인 올랜도(Orlando)가, 남서쪽으로는 탬파(Tampa)가 위

치해 있다. 타이거 우즈가 거주하는 도시로, 휴양산업과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다 올란도 국제공항에서는 차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 시설로는 미술실, 밴드실, 합창실, 농구장, 커피숍, 컴퓨터랩실, 무용 스

튜디오, 풋볼&축구 경기장, 체육관, 피아노랩실, 육상 트랙, 소프트볼 & 야

구경기장, 수영장, 테니스장, 웨이트룸 등이 있다. 학생 기숙사는 고급 주택

형태로 캠퍼스 근처에 위치하며 2~4명이 함께 한 방을 사용한다.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 또는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온라인)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②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자기 소개서 Writing Sample (입학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음)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TOEFL, TOEFL Junior, IELTS 시험 점수
또는 자체 테스트 응시(Oxford On-line Placement 

Test (OOPT))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한
함)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원방법

Nord Anglia 온라인 신청서

https://registration.powerschool.com/family/login.aspx?Return

Url=%2ffamily%2fdirectaction.aspx

참고사항

✓ 입학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입학예치금 $5,000불(학비에서 차감)을

지불해야 한다. 

✓ 학비, 기숙 및 식사 비용 외에 Student Fee와 Village Class Trip 비용

이 추가 발생된다.

✓ Student Fee (연간 약 $6,000):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핸드폰 및 랩탑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이외에 추가적인 액티비티나 서비스 활동에 의한 비용은 학생에게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Village Class Trip Fee (연간 약 $1,000): 학기 중 수학여행 비용이며

수학여행 동안의 교통비, 식사, 숙박과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수학여행

지와 학년에 따라 수학여행 경비에 변동이 있다. 수학여행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학기 중에 고지함.

https://registration.powerschool.com/family/login.aspx?ReturnUrl=%2ffamily%2fdirectaction.aspx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노스 브로워드 스쿨
North Broward Preparatory School

설립년도 1957년

위치 플로리다주 코코넛 크릭(Coconut Creek, FL)

웹사이트 www.nbps.org

전체 학생수 1,65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6~12학년(Boarding), 

PK~12학년(Day)

http://www.nbps.org/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녀공학(Co-ed)

평균 SAT 점수 1,920점 (IB: 31점 / ACT: 29점)

종교 없음

토요일 수업 없음

캠퍼스 사이즈 80 에이커

교복 있음

ESL 과정 있음

기숙사생 30%

여름 학기 있음

학급당 평균학생수 272명

IB 과목 16개

교사:학생 비율 1:18

AP 과목 34개

학교대항 스포츠 34개

특별활동 조직 30개



학비(Day & Boarding)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Fee Amount

Pre-K and Kindergarten $24,200 

Lower School - Grades 1 to 5 $27,300

Middle School - Grades 6 to 8 $29,400 

High School - Grades 9 to 12 $32,650 

Residential/Boarding - Upper School $62,250 

주요 진학대학

하바드, 예일, MIT, 프린스턴, 카네기 멜론, NYU, 보스턴, 콜럼비아, UNC-

채플힐, UPENN



학교 소개

노스 브로워드 프렙 스쿨은 1957년 설립되었으며, 2004년에 Nord Anglia 

Education 그룹의 소속 학교가 되었다. 그 이후 PK에서 12학년까지 과정을

제공하며, 현재 전 세계에서 온 2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보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로 성장해 왔다. 대학 진학이 제 1의 목표인 만큼 정규과정, 

Honors, AP 과정 그리고 IB 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하며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하며,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고, 

개인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책임의식을 심어준다. 

오랜 전통으로 다져진 탄탄한 교과과정과 다양한 과목을 제공한다. 

<학교특징>

• IB, AP, Honors Course 등 수준 높은 교과과정 제공

• 우수한 대학진학률: 아이비리그 및 상위 10위권내 대학진학

• 학생 개인별 학업분석 평가시스템 운영

• 자체 테스트로 입학 가능

• 미국 고급 휴양도시인 플로리다 소재

• 낮은 유학생 비율과 우수한 부대시설

• 다양한 Extra-Curricular Activities 제공

• 영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을 위해 ESL 과정 운영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노스 브로워드 프렙 스쿨은 미국 플로리다 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코코넛 크릭

에 위치한다. 마이애미-포트로더데일-폼파노비치 메트로폴리탄 통계지구

(Miami–Fort Lauderdale–Pompano Beach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에 속해 있는 코코넛 크릭은 미국에서 11번째로, 플로리다

주에서는 최초로 야생생물 서식지(Community Wildlife Habitat)로 선정

된 곳이다. 

나비육성산업,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용산업, 경관도로, 수로, 공원 등을 중심

으로 한 휴양산업과 관광업이 발달했으며, 휴양지 및 명소에는 80종 5,000

여 마리의 나비 사육장인(Butterfly World), 트레이드 윈즈 공원(Trade 

winds Park), 사발 파인즈 공원(Sabal Pines Park), 코코넛 크릭 레크레이

션 종합관(Coconut Creek Recreation Complex) 등이 있다. 

다른 소규모 컬리지들처럼 노스 브로워드 프렙 스쿨은 15개의 건물이 있는

코코넛 크릭 캠퍼스와 3개의 건물이 있는 코랄 스프링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

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시설로는 아트 스튜디오, 농구장, 컴퓨터 랩실, 피트

니스 센터, 체육관, 음악 & 무용실, 과학 실험실, 수영장, 테니스장, 육상 트

랙 등을 갖추고 있다. 



코코넛 크릭의 학생 기숙사는 4명이 한 방을, 코럴 스프링 기숙사는 2명, 3명, 

4명이 한 방을 사용하며, 한 건물에 같은 성별 학생끼리 기숙하는 빌리지 형

태의 기숙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기숙생들은 기숙사 담당 교사의

관리와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고, 카페테리아, 헬스장 등 여러 부가 시설을 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요강-Admission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가을 또는 봄학기

• 특정 원서 마감일은 없으며,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서 온라인

여권사본 유효한 여권, 첫 신상정보 페이지

사진 (JPG포맷) 여권 사이즈 명함사진으로 그림파일로 준비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선생님 추천서
① Math Teacher Recommendation: 수학교사
② English Teacher Recommendation: 영어교사

자기 소개서 Writing Sample

(입학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음)

공식 영어테스트 성적

(택 1) 

TOEFL, TOEFL Junior, IELTS 시험 점수 또는 자
체 테스트 응시(Oxford On-line Placement Test 

(OOPT))

인터뷰 Skype 인터뷰

기타 추가서류/정보
수상경력 및 클럽 및 기타 멤버십 등 (있는 경우 한
함)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원방법

Nord Anglia 온라인 신청서:

https://registration.powerschool.com/family/login.aspx?Return

Url=%2ffamily%2fdirectaction.aspx

참고사항

✓ 입학허가 후, 자리 확보를 위해 입학예치금 $5,000불(학비에서 차감)을

지불해야 한다. 

✓ 학비, 기숙 및 식사 비용 외에 Student Fee와 Village Class Trip 비용

이 추가 발생된다.

✓ Student Fee (연간 약 $6,000): 보험료, 추수감사절 및 봄방학 여행비, 

핸드폰 및 랩탑 컴퓨터 사용료, 교복, 공항마중비, 교재비, 주말 액티비티

(이외에 추가적인 액티비티나 서비스 활동에 의한 비용은 학생에게 추가

부과될 수 있음)

✓ Village Class Trip Fee (연간 약 $1,000): 학기 중 수학여행 비용이며

수학여행 동안의 교통비, 식사, 숙박과 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수학여행

지와 학년에 따라 수학여행 경비에 변동이 있다. 수학여행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학기 중에 고지함.

https://registration.powerschool.com/family/login.aspx?ReturnUrl=%2ffamily%2fdirectaction.aspx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리버사이드 사관학교
Riverside Military Academy

설립년도 1907년

위치 조지아주 게인스빌 (Gainesville, GA)

웹사이트 www.riversidemilitary.com

전체 학생수 500명

운영형태 Day/Boarding

학년 7~12학년

http://www.riversidemilitary.com/


기본 정보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형태 남학교(All Boys)/사관학교

평균 SAT 점수 1,456점

종교 없음

평균 ACT 점수 20점

ADD/ADHD Support 없음

Supports Learning 

Differences (LD)
있음

캠퍼스 사이즈 206 에이커

토요일 수업 없음

유색인종/유학생 25%/28%

교복 있음

기숙학생 90%

ESL 제공 있음

학급당 평균학생수 14명

여름학기 있음

교직원수 45명(67%+ 석박사학위 보유)

AP 과목 9개

교사:학생 비율 1:14

학교대항 스포츠 14개

특별활동 조직 23개

학비(Boarding)
7th-8th : $43,900

9th-12th : $46,700



학교 소개

1907년 설립된 Riverside 사관 학교(Military School)는 7~12학년의 남

학생을 위한 대입준비 사관학교로서.  그 동안 미국 최고의 사관 학교로서의

입지를 유지해 왔다. Riverside는 미국 내 25개 주와 전 세계 22개국 출신의

기숙 및 통학 학생 500여 명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숙 학교 경험은 청년들이 독립심을 기를 수 있는 사회

적, 정서적 고리가 된다고 한다. 기숙 학교 학생은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하며, 

독립적일 뿐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다. Riverside

는 남학생만의 독특한 교육과 성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을 충족하

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모든 활동이 남학생들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루도

록 운영되고 있다. 

Riverside 사관학교(Military School)의 목표는 성공적인 학창생활은 물론

확신을 가지고 미래 진로에 도전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능력을 갖춘 청년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바른 품성과 건전한 판단력, 그리고 강한 의지를

기를 수 있는 학술적 및 군사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지역과 캠퍼스 소개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206 에이커 (약 25만평)에 달하는 Riverside 사관학교의 광활한 캠퍼스는

아름다운 조지아 주 북동부의 Sydney Lanier 호숫가이자 Blue Ridge 산자

락에 자리 잡고 있다. 캠퍼스는 조지아주 게인스빌이라는 애틀란타

Hartsfield Jackson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60분 정도 거리의 교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Riverside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서 유학온 학생과 가족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다. 우수 도시로 선정된 게인스빌은 조지아주 북동부의 경제 허브이며

35,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학교 시설로는 기숙사, 교실, 예술

&공연센터, 도서관, 컴퓨터랩실, Rappel 타워, 장애물 코스, 체육관, 실내

소총 사격장, 운동장, 수영장 등이 있다.



입학요강-Admission

입학률 : 88%

입학학기와 원서마감

• 9월 (1월 학기와 수시 입학도 가능)

• 정원이 찰 때까지 지원 가능 (Rolling Admission)

제출서류와 점수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입학신청비 $100

온라인 지원서 Online Application

추천서 School Principal/Counselor: 현재 교장 또는 담임
교사
Math Teacher: 현재 담당 수학교사
English Teacher: 현재 담당 영어교사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년간의 성적증명서 제출

인터뷰 필요 시 요청 될 수 있음

기타 추가서류 physical and immunization record

지원방법

리버사이드 사관학교 자체 온라인 입학지원

주요 진학대학

The Citadel, 노스 조이아, 어번,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U.S. Military Academy, 아리조나, Marion Military Institute, Embry 

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Florida Institute of Technology, 

GIT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Educatius International

[기관/재단 소개]

에듀케이셔스 인터내셔널은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중/고등학

교 F-1(학생비자), J-1(교환학생비자)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

으며, F1 유료 명문공립 교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등지의 중고교를 대상으로 하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에듀케이셔스는 파트너 학교들의 숫자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에듀케이셔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형태별 요약 정보만을 제공

하고, 대상 학교별로 자세한 정보는 별도 인쇄물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별도로 연락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된다.



[제공 과정 요약]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분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형태 F1 공립 교환

비자 F1 학생비자

배정학교 공립

기간 1학기 또는 1년

연장여부 불가능

지역/학교선택 가능

숙소 유료 홈스테이

학기 9월, 1월

나이(만) 9~12학년

입학조건
Eltis 222점 이상
최근 3년 평균 성적 70점(C)이상

비용 1년 $18,000~44,000

비용 포함 내역
학비, I-20 발행비, 학교배정비, 홈스테이, 가디언
쉽 및 관리비, 보험료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분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형태 J1 공립 교환

비자 J1 교환학생비자

배정학교 공립 또는 사립

기간 1학기 또는 1년

연장여부 불가능

지역/학교선택 불가능

숙소 자원봉사 홈스테이

학기 9월, 1월

나이(만) 9~11학년(15~18세)

입학조건
Eltis 230점 이상
Skype 인터뷰
최근 3년 평균 성적 B 이상

비용
1년 $13,000 (사립학교 배정 시, $3,000~10,000의
추가 학비 발생)

비용 포함 내역 프로그램 참가비, DS-2019 발행비, 학생 관리비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분류 교환학생 프로그램

형태 F1 사립 교환

비자 F1 학생비자

배정학교 사립 (희망시 공립가능)

기간 1학기 또는 1년

연장여부 가능 (추가비용 발생)

지역/학교선택 불가능 (특별 요청시 3개교 선택 - 추가 비용)

숙소 유료 홈스테이(1일 2식)

학기 9월, 1월

나이(만) 14~18세 (8~12학년)

입학조건
Eltis 230점 이상
Skype 인터뷰
최근 3년 평균 성적 70점(C)이상

비용
1년 $19,000

1학기 $13,000

비용 포함 내역
신청비, 학비, 보험료, 홈스테이비, I-20발행비, 배
정비, 가디언쉽 및 관리비, 보험료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분류 사립학교 유학

형태 보딩(Boarding) / 데이(Day)

비자 F1 학생비자

배정학교 사립

기간 제한 없음

연장여부 가능

지역/학교선택
보딩(Boarding) : 가능한 편
데이(Day) : 불가능한 편

숙소
보딩(Boarding) : 유료 학교기숙사
데이(Day) : 유료 홈스테이

학기 9월 (1월은 일부 가능)

나이(만) 제한 없음

입학조건

토플
SSAT

내신성적
인터뷰 등

비용 1년 최소 $35,000 이상

비용 포함 내역 학비, 숙소비



Educatious F-1 공립 입학 가능학교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학생비자로 1~2학기간 유학하는 프로그램

2020년 9월 및 2021년 1월학기 입학자 대상 학비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교육청 (학교) 주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Academic Exchange Program
선택
불가 $21,695 $16,195 Up to $250 0

BASIS Chandler AZ $33,950 등록불가 $500: SOF $200

BASIS Scottsdale AZ $33,950 등록불가 $500: SOF $200 

Gilbert Public Schools AZ $27,450 $17,950 $0 $200

Hamilton HS AZ $27,950 등록불가 $0 $200

Higley Unified SD AZ $26,950 $17,950 $300: DF $200 

Mesa Public Schools AZ $26,950 등록불가 $0 $200 

Mission Heights Preparatory HS AZ $24,950 $15,950 $0 $200 

Paradise Valley Unified SD AZ $27,450 $17,950 $0 $200 

Scottsdale Unified SD AZ $25,950 $16,950 $0 $200 

Sequoia Charter HS - Arizona 

Conservatory for the Arts School
AZ $26,950 $16,950

$75: Arts 

Fee
$200 

Sequoia Charter HS - Sequoia 

Secondary HS
AZ $26,950 $16,950 $0 $200 

Sierra Vista - Buena HS AZ $25,950 $16,950 $0 $200

Alameda Unified SD CA $40,950 등록불가 $0 $200 

Birmingham Community Charter 

HS
CA $33,950 $20,950 $0 $200 

Chaffey Joint Union HS CA $35,950 $22,450 $0 $200 

Chino Valley Unified SD CA $38,450 $24,450 $350: ISF $200 

El Camino Real Charter HS CA $35,950 $20,950 $500: ISF $200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교육청 (학교) 주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Las Virgenes - Calabasas HS CA $33,950 등록불가 $0 $200 

Los Angeles Unified SD CA $42,450 $25,450 $350: IPF $200 

Morgan Hill Unified SD CA $34,450 $21,450 $0 $200 

Oak Park Unified SD CA $34,950 $20,950

$1,665/년. 

$1,000/학기: 

ISF

$200 

San Luis Coastal Unified SD-

Morro Bay HS
CA $34,950 $21,450 $0 $200 

San Luis Coastal Unified SD-

San Luis Obispo HS
CA $34,950 등록불가 $0 $200 

Santa Barbara Unified SD- Dos 

Pueblos HS
CA $38,950 $23,950 $0 $200 

Santa Barbara Unified SD- San 

Marcos
CA $38,950 등록불가 $0 $200 

Santa Barbara Unified SD- Santa 

Barbara HS
CA $38,950 $23,950 $0 $200 

Torrance Unified SD CA $34,950 $24,950 $3,150: TIF $200 

Brevard Public Schools -

Heritage HS
FL $29,450 $18,950 $0 $200 

Indian River Charter HS FL $31,950 $19,950 
$200: DF, 

$250: IPF
$200 

Marion County Public Schools FL $31,450 등록불가 $0 $200 

Miami Dade Public Schools (new) FL $30,950 $19,450 $0 $200 

Orange County Public Schools 

(new)
FL $31,950 $19,950 $0 $200 

Henry County SD GA $30,450 $18,450 $0 $200 

Urbandale HS IA $25,950 $16,950 $0 $200 

Hillcrest HS ID $24,450 등록불가 $0 $200 

Kokomo HS IN $26,950 $17,950 
$6,000: 

TAF
$200 

Scottsburg HS IN $24,950 $16,950 $1,250 $200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교육청 (학교) 주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Blue Valley Public Schools KS $28,450 $18,550 $0 $200 

Arlington HS MA $39,950 $24,450 $1,000: DF $200 

Beverly HS MA $36,950 $22,450 $0 $200 

Burlington HS MA $37,950 $22,950 $0 $200 

Dartmouth Public Schools MA $40,450 등록불가 $0 $200 

Groton Dunstable Regional HS MA $38,950 $23,450 $0 $200 

Hopkinton HS MA $38,950 $23,950 $0 $200 

Ipswich HS MA $38,950 $23,450 $0 $200 

Lynnfield HS MA $37,950 $22,950 $0 $200 

Marblehead HS MA $38,950 $23,450 $1,000: DF $200 

Maynard HS MA $38,450 $24,950 $0 $200 

Nauset Regional HS MA $41,950 $24,450 $0 $200 

Newburyport HS MA $40,450 $24,450 $0 $200 

Newton Public Schools - Newton 

South HS
MA $45,950 $26,950 $0 $200 

Northhampton HS MA $41,950 등록불가 $300:Bus

Fee
$200 

Winthrop HS MA $34,950 $21,450 $0 $200 

Orono HS ME $42,950 $24,950 $0 $200 

Adrian Public Schools MI $27,450 등록불가 $25 $200 

Chelsea HS MI $27,450 등록불가 $0 $200 

DeWitt HS MI $26,450 $17,450 $0 $200 

Dexter Community Public 

Schools
MI $26,950 등록불가 $0 $200 

Oakland Public Schools MI $29,950 등록불가 $0 $200 

Rochester Public Schools MI $26,950 등록불가 $0 $200 

Rockford Public Schools MI $26,450 등록불가 $300: IPF $200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교육청 (학교) 주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Mt Hope HS NJ $36,450 $21,450 $0 $200 

Mt Lebanon SD NJ $42,950 $25,450 $820: EIF $200 

Shore Regional HS NJ $40,950 $24,450 $0 $200 

Davis SD UT $25,950 등록불가 $0 $200 

Provo City SD UT $26,450 $17,950 $0 $200 

South Sanpete SD - Gunnison 

Valley HS
UT $24,950 $16,450 $0 $200 

Montpelier Public Schools VT $39,950 등록불가 $0 $200 

Tacoma SD WA $29,450 $19,450 

$600: ISF, 

$100: 

Senior Fee

$200 

약어설명

• HS - High School

• SD - School District (교육청)

• SOF - School Online Fee 

• ISF - International Service Fee (유학생 서비스비)

• DF - Diploma Fee

• IPF - I-20 Process Fee (I-20 발급비)

• RIF - Registration and I-20 Fee

• TAF - Tech/ Book, Academic Fee 

• EIF - ESL test and I-20 Fee (영어테스트와 I-20발급비)



Educatius F1 사립 Day 입학 가능학교들

사립 통학학교(Day Schools)

2020년 9월 및 2021년 1월학기 입학자 대상 학비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Academic Exchange 

Program
선택 선택 $24,695 $16,195 

$3,950/yr, 

$2,324 

/sem: ISF

Up to 

$250
$0 

St. John Paul II 

Catholic HS (new)
AL Huntsville $27,950 $17,950 

$250 

RegF
$60 

Phoenix Christian 

Preparatory School
AZ Phoenix $34,950 $16,950 

$1,450: 

RIF
$250 

Rancho Solano 

Preparatory School
AZ Phoenix $32,450 $21,450 $75 

Bishop O'Dowd HS CA

San 

Francisco 

Bay 

$50,950 $29,950 
$4,050: 

ISF
$0 

Capistrano Valley 

Christian Schools
CA

Los 

Angeles 
$53,950 $30,950 $200 

Christian Brothers 

HS
CA Sacramento $58,450 TBA

$1,118 

ISF
$0 

Georgiana Bruce 

Kirby Preparatory 

School

CA Santa Cruz $66,950 $36,950 $200 

Grace Brethren HS CA
Los 

Angeles 
$41,950 $24,950 

$1,500 

ISF

$600: 

Book fee 

$300 per 

sport

$1,00

0 

Heritage Christian 

School
CA

Los 

Angeles 
$38,950 $23,950 

$1,700 

Book & 

ISF

$500: RF $600 

Mission College 

Preparatory Catholic 

HS

CA
San Luis 

Obispo
$37,450 등록불가 $100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Moreau Catholic HS CA

San 

Francisco 

Bay 

$56,950 등록불가 $800: 

RegF
$95 

Saint Joseph Notre 

Dame HS
CA

San 

Francisco 

Bay 

$49,950 등록불가 $0 

The Quarry Lane 

School
CA

San 

Francisco 

Bay 

$47,950 등록불가 $1,075: 

ISF
$200 

Whittier Christian 

HS
CA

Los 

Angeles 
$50,950 $27,450 

$6,900/yr, 

$3,450/se

m: ISF

$100: 

DF
$100 

The Colorado 

Springs School
CO

Colorado 

Springs
$51,950 $29,450 $1,935 $100 

East Catholic HS CT Manchester $37,950 등록불가 $400: 

DF
$0 

Saint Bernard School CT Hartford $50,950 $24,950 $100 

Edmund Burke 

School
DC

Washington 

DC
$68,950 등록불가 $5,000 

ISF
$100 

Lake Mary 

Preparatory School
FL Lake Mary $37,450 $22,950 

$2,050: 

ISF
$100 

Saint Edward's 

School
FL Vero Beach $58,950 $33,950 

$400 ~ 

$2,100: 

CF

$200 

Trinity Catholic HS FL Ocala $37,950 $22,950 

$1,700: 

RIF (ESL 
필요시

$3,000)

$0 

Trinity Christian 

Academy
FL

Jacksonvill

e
$37,950 $22,950 

$1,700: 

RIF (ESL 
필요시

$3,000)

$0 

Athens Christian 

School
GA Athens $28,450 등록불가 $250 



미국 초중고유학 추천학교

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Beckman Catholic 

HS
IA Dyersville $24,450 $15,950 $85: DF $0 

Burlington Notre 

Dame Schools -

Davenport Diocese

IA Burlington $24,950 $16,950 
$600: 

RIF

$300: 

GF
$0 

Holy Trinity Catholic 

School - Davenport 

Diocese

IA
Fort 

Madison
$25,950 $16,950 

$600: 

RIF

$300: 

GF
$0 

Gibault Catholic HS IL Waterloo $20,950 등록불가 $800: 

Reg F
$0 

Providence Catholic 

HS
IL Chicago $37,950 $22,950 

$1,225: 

Bus Fee
$0 

Schaumburg 

Christian School
IL Chicago $35,950 $21,950 $430 

Guerin Catholic HS IN Noblesville $35,950 등록불가 $3,425 

ISF
$0 

Scecina Memorial 

HS
IN

Indianapoli

s
$33,450 $20,950 

$250: 

RegF. 

$100: 

Tech fee

$200: 

DF
$0 

Evangel Christian 

Academy
LA Shreveport $26,450 $17,450 

$1,600: 

ISF
$250 

Holy Name Central 

Catholic HS
MA Worcester $33,950 등록불가 $4,715: 

ISF
$0 

Matignon HS MA Boston $40,950 $24,450 

$500: 

RegF, 

$4,500/yr

$2,250 

/sem: ELL

$0 

Pope Francis 

Preparatory School
MA Springfield $41,950 $24,950 $520: ISF $100 

Presentation of Mary 

Academy
MA Methuen $37,950 $18,950 $150 

The Newman School MA Boston $53,950 $31,9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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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Our Lady of Good 

Counsel HS
MD

Washington 

DC 
$55,950 등록불가 $2,410: 

ISF
$0 

St. Mary's Ryken HS MD
Potomac 

River 
$45,950 $29,950 

$2,450/yr, 

$1,225/se

m:ISF

$150 

Catholic Central HS MI
Grand 

Rapids
$30,950 등록불가 $1,175 

ISF
$0 

West Catholic HS MI
Grand 

Rapids
$30,950 $18,950 

$1,575/yr,  

$780 

/sem: ISF

$150 

Burlington Christian 

Academy
NC Raleigh $28,950 $19,950 

$2,750: 

ISF
$150 

Marian HS – CAO NE Omaha $26,450 등록불가 $3,300: 

ISF
$250 

Skutt Catholic HS –

CAO
NE Omaha $26,950 $19,450 $700: ISF $0 

DePaul Catholic HS NJ
New York 

City 
$45,950 $29,950 $0 

Rutgers Preparatory 

School
NJ

New York 

City 
$71,950 등록불가 $6,500: 

ISF
$75 

Henderson 

International School
NV Henderson $37,950 등록불가 $1,100: 

ISF
$150 

Notre Dame Jr/Sr HS NY Syracuse $32,450 $20,950 

$450/yr, 

$225/sem: 

ISF

$0 

The Harley School NY Rochester $45,950 등록불가 $5,620: 

ISF
$75 

Bishop Rosecrans HS OH Columbus $24,450 등록불가 $55: 

RegF

$50: DF.  

$50: 

ESL

$0 

Lake Ridge Academy OH Cleveland $53,950 $31,950 $50 

St. John Paul II 

Catholic HS (new)
TX

Corpus 

Christi
$24,950 등록불가 $1,000 

ISF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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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Norfolk Christian 

School
VA Norfolk $40,950 $23,950 $0 

Lourdes Academy WI Oshkosh $29,950 등록불가 $1,300: 

ISF
$50: DF $0 

St. Francis Xavier 

Catholic School
WI Green Bay $28,950 등록불가 $0 

약어설명

• HS - High School

• ISF - International Student fee(유학생비)

• RF - Re-enromment Fee

• RIF - Registration and I-20 Fee 

• GF - Graduation fee

• DF - Diploma fee

• RegF - Registration Fee

• CF - Computer fee



Educatius F1 사립 보딩 입학 가능학교들

사립 보딩스쿨 (기숙학교)

2019~2020 학비이며, 2021년 9월 학기 기준 5% 인상되는 학교들의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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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Springwood School AL
Birmingha

m
$47,500 등록불가 $75 $4,000 $0 

Rancho Solano AZ Phoenix $52,200 $25,125 $0 $5,000 $0 

Verde Valley School AZ Sedona $52,290 $24,900 $75 $5,000 $0 

Archbishop Riordan 

HS
CA

San 

Fransisco
$60,900 $29,000 $100 $5,000 $0 

Dunn School CA
Los 

Angeles 
$67,568 등록불가 $75 $5,000 $0 

Idyllwild Arts 

Academy
CA

Los 

Angeles 
$70,446 $34,000 $100 $3,000 $0 

Monterey Bay 

Academy
CA

San 

Francisco 

Bay

$51,350 추후결정 $100 $0 $5,000 

Ojai Valley School CA
Los 

Angeles 
$62,500 $30,530 $100 $4,500 $0 

San Domenico 

School
CA

San 

Francisco 

Bay

$67,556 등록불가 $100 $6,500 $0 

Squaw Valley 

Academy
CA Lake Tahoe $55,598 $26,475 $100 $0 $1,500 

Steamboat Mountain 

School
CO

Denver/Ro

cky 

Mountains

$54,600 $25,000 $200 $10,000 $5,800 

Marianapolis PS CT Hartford $57,898 $32,000 $0 $9,800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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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Saint Thomas More 

School
CT Hartford $59,745 $38,800 $100 $4,000 $0 

Salisbury School CT Albany $66,413 등록불가 $100 $5,100 $0 

Woodstock Academy CT Hartford $52,495 $24,250 $100 $4,000 $0 

Florida Preparatory 

Academy ※
FL

Cocoa 

Beach 
$40,000 $18,500 $100 $3,000 Varies

Lake Mary PS FL Lake Mary $53,550 

$25,500 
(봄학기

만)
$100 $6,000 $1,000 

Montverde Academy FL Orlando $53,918 등록불가 $100 $4,000 $0 

North Broward PS FL Miami $65,363 $37,350 $0 $6,000 $4,000 

St. Andrews School FL Boca Raton $62,843 $29,925 $100 $3,500 $0 

The King's Academy FL
West Palm 

Beach
$39,000 등록불가 $0 $0 $0 

Windermere PS FL Orlando $64,838 $37,050 $0 $6,000 $0 

Iolani School ※ HI Honolulu $59,225 등록불가 $150 $2,025 $0 

Maui Preparatory 

Academy
HI Maui $54,600 $27,000 $125 $3,800 $0 

Rockford Christian IL Chicago $47,250 $22,500 $500 $0 $0 

La Lumiere School IN Chicago $64,402 
연간학비

의 50%
$100 $3,000 $0 

Maur Hill-Mount 

Academy
KS

Kansas 

City 
$35,280 $19,600 $100 $500 $0 

Foxcroft Academy ME Portland $54,338 $26,000 $75 $500 $0 

Fryeburg Academy ME Portland $53,025 $25,250 $100 $8,000 $0 

Lee Academy ME Portland $42,525 $20,000 $0 $6,000 $0 

Lincoln Academy ME Portland $50,820 $26,000 $125 $3,500 $0 

Maine Central 

Institute
ME Portland $44,888 $21,375 $75 $7,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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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Maine School of 

Science & 

Mathematics

ME Portland $51,030 등록불가 $0 $3,700 $3,500 

Thornton Academy ※ ME Portland $48,000 $24,000 $100 $4,000 $6,300 

Washington 

Academy
ME Portland $40,500 $19,750 $50 $3,000 

$2500~  

5500 

The Calverton 

School
MD

Washington 

DC 
$57,614 추후결정 $75 $4,000 $0 

West Nottingham 

School ※
MD

Washington 

DC 
$59,000 $35,940 $100 $6,000 $0 

Chapel Hill-Chauncy 

Hall School
MA Boston $65,100 등록불가 $75 $5,000 $0 

Northfield Mount 

Herman School
MA Springfield $68,250 등록불가 $150 $3,200 $0 

Stoneleigh-Burnham 

School ※
MA Springfield $61,750 $34,112 $100 $6,950 $0 

The MacDuffie 

School
MA Springfield $58,223 $27,725 $75 $6,000 $2,000 

Wilbraham & 

Monson Academy ※
MA Springfield $63,546 $30,400 $150 $5,000 $5,000 

Winchendon School MA Boston $66,833 등록불가 $100 $4,000 $7,200 

Worcester Academy MA Worcester $70,006 $0 $125 $4,500 $0 

Saint Croix Lutheran 

School
MN

Minneapoli

s 
$38,010 $17,150 $100 $4,000 $0 

Saint Paul Lutheran 

HS
MO St. Louis $30,975 $16,450 $350 $50 $0 

Camden Catholic HS NJ
Philadelphi

a 
$46,830 등록불가 $0 $2,600 $3,000 

Allendale Columbia 

School
NY Rochester $62,948 등록불가 $160 $0 $0 

Léman Manhattan PS NY
New York 

City
$89,250 $49,800 $0 $6,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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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 도시
학비
(1년)

학비
(1학기)

필수
추가비용

학교직납
추가비용

입학
신청비

Oakwood Friends 

School
NY

New York 

City
$62,551 

연학비
50%

$75 $9,000 
$900 –
class당

The Storm King 

School
NY

New York 

City
$64,785 

$43,000 
(봄학기

만)
$125 $6,000 $6,650 

Grand River 

Academy
OH Cleveland $56,100 $24,700 $100 $7,000 $0 

Erie First Christian 

Academy
PA Buffalo $40,163 

$19,125 
(봄학기

만)
$160 $1,750 $0 

Grier School PA
Philadelphi

a 
$58,695 

$23.900 

-Fall, 

$30,600 

– Spring

$50 $15,550 $3,800 

Perkiomen School PA
Philadelphi

a 
$67,410 

연학비
50%

$100 $12,000 
$10,90

0 

PIA/Mercyhurst PS ※ PA Pittsburg $48,000 $24,000 $175 $0 $0 

The Phelps School PA
Philadelphi

a 
$53,340 

연학비
50%

$100 $8,000 $0 

Valley Forge Military 

Academy
PA

Philadelphi

a 
$50,400 $27,250 $100 $5,500 $4,400 

Ben Lippen School SC Columbia $41,213 등록불가 $100 $6,000 $3,000 

The Village School TX Houston $63,788 $36,450 $0 $6,000 $0 

TMI - The Episcopal 

School of Texas
TX

San 

Antonio
$55,272 등록불가 $75 $6,500 $0 

Wasatch Academy UT
Salt Lake 

City 
$65,415 $38,880 $200 $3,000 $0 

Burr and Burton 

Academy
VT Burlington $51,240 $24,400 $0 $2,500 $0 

Lyndon Institute VT Burlington $52,500 $22,500 $50 $5,500 $5,000 

St. Johnsbury 

Academy
VT Burlington $59,325 $27,275 $100 $2,625 $4,855 



약어와 유의사항

HS - High School 

PS - Preparatory School 

※ 표시된 학교들 비용은 확정된 금액이며, ※ 표기없는 학교는 2019-20년

보다 약 약 5%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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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면서…

초중고 유학, 흔히 말하는 조기유학은 전문가들에게도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10년, 20년을 이 분야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어느 한 케이스 하

나 동일한 것이 없고, 대학원 수속만큼이나 복잡한 업무 처리를 떠나서라도

자녀의 미래에 올인하는 부모님들의 요구에 부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

다.

저희들은 학생들을 크게 네 부류로 구분합니다.

1. 성적이 좋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

2. 성적은 좋지만 학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는 학생

3. 성적은 좋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학업에 매진하고자 하는 학생

4. 성적도 좋지 않고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

학생이 위의 1~3 카테고리에 해당한다면 유학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의 조건을 가진 학생이 가장 성공확률이 높지만, 2~3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적합한 학교를 찾아주고 적절한 가이드를 해서 유학에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

기 때문입니다.

1의 경우에 해당하고 영어가 충분히 준비된 학생들에게는 소위 명문으로 알

려진 학교 입학을 추천합니다.  2~3의 경우 처음부터 명문을 고집하면 안됩

니다.  공부를 너무나 잘하는 현지 학생들에게 위축되고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학생에게는 미국교육 즉 한국과 많이

다른 학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과 의견 일치가 안돼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초중고

유학의 목표가 결국은 명문대에 진학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므로 장기

적으로 이런 목표에 부합하는 유학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명문대

는 명문고 학생들만 입학하는 곳이 아니고 어느 학교를 나왔던 준비된 학생들

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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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유학전문가들에게 어려운 점은 소위 간섭입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최상의 플랜을 제시하지만, 학부모님들은 현지에 살거나 살다온 친지

나 친구의 말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조언도 많은 도움

이 됩니다만 학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심사숙고하고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가장 알맞은 플랜을 세우는 전문가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

서 부모님은 지인의 조언과 전문가의 플랜 모두를 토대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

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현지 지인들에게 받을 도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학

업 중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말이나 방학에 초대하여) 맛있는 것 사주고, 현지

에서 현명하고 재밌게 보내는 법을 조언하고 가끔 연락하여 든든한 빽이 되어

주는 것 등입니다.  지인에게 자녀를 전적으로 맡겼다가 유학 중의 트러블로

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자녀는 중간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 급한 마음에 자녀를 맡긴 현지 브로커

들의 농간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자녀와 학부모님들도 많이 봅니다.  그

러니 메인은 한국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있는 전문가의 서비스와 도움을 받고,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최

상의 조합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은 참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의 적응문제, 성적

과 진학문제, 때로는 전학문제, 그리고 그 이후의 진로문제 등 고려해야 할 일

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학전문가인 저희들이 하는 일은 학생이 처음 도착

하여 잘 적응하는 데까지 입니다.  중도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도 도움을 드립

니다.  그러나 유학의 성공여부는 학생의 학업에 대한 의지와 확고한 목표의

식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을 학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입니다.  결국 고생은 학생이 제일 많이 하겠지

만 결실은 모두 학생이 가져갑니다.  보람은 저희 몫이기도 합니다만…

끝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지만, 학생과 무모님들에게는 행

운도 필요합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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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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