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문 Boarding School 준비 Program  

 미국으로의 조기 유학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외국인 학생과의 경쟁에서  한국 

학생들과의 경쟁이 더욱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명문학교들의 입학 경쟁률은 10:1은 보통이고, 30:1이 넘는 경쟁률로 한국 학생들이 

자국의 학생과 경쟁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준비는 많은 

과외비의 지출과 유학을 위한 시험 준비도 오로지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여 진학 후에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미국 동부 현지의 사립학교에서 정식 수업을 받으며 방과 

후  진학 준비로 명문 보딩 스쿨 진학의 꿈을 이루고, 진학이 확정된 후에도 진학 학교의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든 Program이 바로 명문 Boarding 준비 Program입니다. 

 

 Boarding School로의 진학을 원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까지 

다양한 Course의 Program으로 입시에 대한 준비는 물론 미국의 환경을 미리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진학 후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어색함을 불식시키고 원하는 

학교로의 진학을 돕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관리형 사관 방식의 

기숙 예비생 Program입니다. 

원하는 학생들은 미리 진학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진학에 대한 방향을 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학업 Program으로 학생들은 미국 동부의 사립학교에서 학업을 하게 됩니다. 

영어, 수학 등에 대한 준비는 정해진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며, 방과 후에도 Tutoring 

Program을 통하여 보충 수업을 받게 됩니다. 

매주마다 시험을 통하여 진학에 대한 방향을 점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원하는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정원제 모집으로 7명의 학생을 1차 선발합니다. 

 

1. 입교 시기:   

**    6월 중순부터   6월말 사이 (차기 1월 정시 지원) 



**  8월 중순부터 8월말 사이 (차기 4월 결원 모집 혹은 차차기 지원) 

**   지원 학생의 입교 후 준비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간으로 합격 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학 전까지 진학 준비를 하게 됩니다. 

 

   2. 준비 내용: 

** ELS 전문 교육 기관에서의 영어 교육 및 SSAT, TOEFL 시험 준비 

** 방과 후 수학 교육으로 SSAT 시험 준비 

** 지원 학교 탐방 및 재학생 또는 졸업생과의 교제 지원 

** 지원 학교의 폭을 넓히고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진학 준비 

** 각 학생의 성적에 맞는 맞춤형 지원, 상향 지원에 대한 사전 준비 

 

   3. 학년 별 학업 수행  

     1) 7학년 - 중학교 2학년 (8학년) :    

       (1) 뉴 잉글랜드 소재 사립학교로 진학하여 일반 미국학생들과 수업 진행 

       (2) 영어 특별 프로그램(ESL) 수업 진행 

       (3) 방과 후 SSAT 및 보충 영어 수업 진행 

       (4)  2주 간격으로 실력 TEST 

     2) 중학교 2학년을 마친 학생 – 중 3학생 (6개월, 12개월 코스로 진행) 

       (1) 실전 Test를 통한 학생 선발 

       (2) 방과 후 SSAT, TOEFL 전문 교육 

       (3) 주별, 월별 실력 Test 

   4. Boarding School의 지원 시기 

     1)  정시 지원 : 12월 부터 1월 중순 (Interview시기 포함) 

     2)  1월 학기 지원 : 11월말 부터  12월 초순 

     3)  결원 지원 :  4월 부터  7월 수시 지원  

  

 *지원 학교에 따라 지원 요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예상 경비 

    *  별첨 서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