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관리형 조기유학 
 

2010년 가을학기 모집 중 
 

유학큐브 애틀랜타 유학프로그램은 현지 사립학교에 유학하며 빠른 시간 내에 영어의 향상 및 미국 교육시스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계획된 프로그램 입니다. 학교에서는 자신의 영어수준에 맞춘 과목을 들으면서 정규수업을 받게 됩니다. 

방과 후 교육원에서는 개개인의 레벨에 맞춘 집중적인 영어학습과 정규수업의 교육과정에 맞춘 구체적인 학습지도와 

숙제지도로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말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각종 시험준비반과 개인보충과외를 

하는 교육원에서의 프로그램과, 생활담당 가디언과 하는 주말프로그램, 특별활동, 봉사활동과 현장학습 및 명소관광이 

있으며 봄방학을 이용해 가는 4박 5일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 여행이나 동부명문대학 탐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요 
1. 장소: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2. 대상: 초등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3. 학교: 애틀랜타 근교 명문 사립 

4. 숙소: 관리형 홈스테이 

5. 비용: Plan A: $47,000 

  Plan B: $37,000 

  Plan C: $28,000 

6. 포함내역: 학비, 방과후교육원 수업비, 주말프로그램 비용, 

홈스테이비, 가디언비, 현장학습비, 학과목 단독과외비, 

시험준비반 등록비, 오리엔테이션 캠프비용, 

개인교습비 (음악악기, 미술, 도예, 발레, 골프 중 하나 선택),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 여행비 (4박 5일) 

 

프로그램 특징 
 

유학큐브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 및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을 연령 적성 능력 및 유학 목적에 맞추어 각 

학생에게 알맞은 계획표를 생활담당 가디언이 만들어 직접 감독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관리형 조기유학 입니다. 화

목한 가정을 첫 선발기준으로 한 홈스테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배우게 되는 미국가정의 생활문화와 생활담당 가디언과 

함께 보내는 많은 주말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생활담당 가디언은 항상 가까이에서 학생들과 지내며 현상태를 파악하며 

관리하고 도와주며 동시에 학생들은 대부분의 조기유학 프로그램에서 결여된 미국학생들의 실문화와 취미생활을 직접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한, 홈스테이와 기숙형 유학을 하나로 묶은 유학 프로그램 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캠프 
 

 현지 도착 후 학교시작 하기 전 1주간 오리엔테이션 캠프를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오전에는 각자 학년에 맞춘 

학교에서의 생활 및 학과목 공부, 진학상담 및 일상생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학교를 방문 합니다. 

 수학과 영어의 레벨 테스트를 하고 교육원에서 하게 될 방과후와 주말의 학습 프로그램을 정합니다. 

 특별활동과 취미활동을 정하고 일년 동안 생활담당 가디언과 하게 될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을 듣게 됩니다. 
 영어일지와 생활관리표 작성법을 배웁니다. 

 오후에는 명소 관광 및 시내투어를 하게 되며 핸드폰을 장만 한다거나 학교 등교에 필요한 준비물도 구입하고  

도서관에 가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방법도 배웁니다. 

 각학생은 유학목표 및 연령에 맞추어 본인에게 알맞은 개인 학습계획 및 특별활동 계획을 세우게 되며 전반적인 유

학생활에 관한 개념과 세분화된 생활을 미리 알게 하여 목표에 맞춘 생활을 미리 계획 하게 합니다. 
 
 



 

방과 후 및 주말 학습 프로그램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교육원에서 실시 하며 학과목 학습반에서 학습지도와 숙제지도를 받은 후 영어 학습반에서 각자 레벨에 맞춘 영어공부

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학년에 따라 2시간에서 2시간 반의 수업을 하게 되며 금요일은 생활담당 가디언과 1주간

의 전반적인, 학업진도, 학교생활, 홈스테이생활 및 특별활동에 관한 상담 및 평가를 하며 다음주의 생활을 계획합니다. 

주말 학습 프로그램 

유학목적과 레벨에 맞추어 하는 과외로 1:1로 필요한 학과목 공부를 하거나 SAT, TOEFL, SSAT 등 학교입학에 필요한  

시험준비반, 집중영어교습, 단기체류의 경우 한국 돌아 갈 때 학년에 맞춘 수학 과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활동 및 클럽활동 
 

특별활동 

음악악기, 미술, 도예, 발레, 골프 중 하나를 고르게 되며 초보 (혹은 현재의 레벨) 에서부터 시작하여 1년간의 학습계

획을 세워 전문가의 지도하에 수업을 진행하며 (골프의 경우 4주간 초급 캠프에서 기본을 익힌 후 프로에게 일반 레슨

을 시작 합니다) 음악 오디션이나 미술 콘테스트, 주니어 골프투어에도 참가 할 수 있게 하는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닌, 

전문 특별과외활동을 할 수 있게 계획된 프로그램 입니다. 생활담당 가디언이 관리하며 부모님께서는 매달 특별활동에 

관한 정기 리포트를 받으시게 됩니다. 

클럽활동 

자원봉사활동, 북클럽, 매거진클럽 중 선택하며 성공적으로 마친 특별활동이나 클럽활동 봉사활동은 고등학교나 대학

입학사정시 학생들의 성실성과 능력계발, 창의력 등이 평가되어 입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말 특별 프로그램 

생활담당 가디언이 계획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학습, 관광, 쇼핑가기, 외식, 주말저녁외출 등이 있으며 진학

지도와 진학상담, 명문대학 탐방과 명문기숙고등학교 탐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소개 
 

Atlanta 지역정보 
− 애틀랜타는 미국 동남부 최대의 도시로 남부의 교통 행정 산업 경제의 중심지이며 조지아 주의 수도입니다. 

− 동남부 최고의 문화 교육 도시로 에모리(Emory) 대학, 조지아 공대(Georgia Tech) 등의 명문 대학과 애틀랜타 심포

니, 애틀랜타 발레, 애틀랜타 오페라와 많은 박물관을 소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 온화한 사계절 날씨 덕분에 일년 내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어서 100여개가 넘는 골프 코스와 주요 농구팀,  

야구팀, 미식축구팀, 아이스하키팀을 갖고 있는 신나고 활기찬 스포츠의 도시로 애틀랜타와 인천국제공항을 직항하는 

항공노선이 있으며 약 1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주거지의 교육정보 
− 캅 (Cobb) 카운티와 귄넷 (Gwinnett)카운티는 미국 동남부 학교 협의회로부터 우수한 학교 시스템을 가진 군

(County)으로 공식 인정을 받은 애틀랜타 광역시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춘 학군 입니다. 

− 애틀랜타 도심지역에서 차량거리로 3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과 함께 여러 

개의 명문 고등학교와 사립학교들이 있는 새로 개발된 신흥 도시들로 많은 문화 시설과 아주 낮은 범죄율, 우수한 학

교시설로 매년 미국서 뽑는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히는 중상류층의 주거 도시입니다. 
 



현지 생활 관리 

 

학교생활 및 성적관리 
주기적으로 학교의 교육상담 선생님, 담임 선생님, 학과목 선생님들과 상담하며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생활과 학업진도 

상황을 점검합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연령에 맞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을 하게 되며, ESL 전문 교사가 가르치는 영어공부 및 영어회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야구, 축구, 오케스트라, 밴드연습 등 좋아하는 취미과외 활동도 해보며 그룹으로 함께 연습하고 배우면

서 학교에서 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쉽게 미국문화에 접하며 영어도 배우고 사회성도 키우며 취미가 비슷한 미국 친구

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장래 기숙형 고등학교 (Boarding School) 로 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특별 진학준비 

프로그램이 준비 되어 있으며 단기체류의 경우 한국 돌아갈 때의 학년에 맞춘 학과목 과외를 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초등학생은 생활담당 가디언과 생활할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은 교민 혹은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됩니다. 
 

 

 

 

 

 

 

 

 

홈스테이 생활관리 
학생은 매일 취침 전 영어일지와 생활 관리표를 작성 한 후 생활담당 가디언에게 E-Mail로 보내고 주말에는 주간일지

를 작성 한 후 부모님께 보내는 E-Mail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같이 보내 드립니다. 홈스테이 부모님은 매일 밤 홈스테

이 관리표를 작성하여 생활담당 가디언에게 E-Mail 합니다. 

홈페이지 및 보고서 
부모님께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학생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주간일지와 E-Mail 을 받으시게 되며 유학 홈페이지를 통하

여 학생의 생활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은 생활담당 가디언으로부터 학생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근황보고서를 매달 받으시게 됩니다. 

디즈니 월드 여행 
봄방학을 이용하여 플로리다 주 Orlando 시에 있는 디즈니월드 (Disney World)로 4박 5일의 

여행을 갑니다. Magic Kingdom,  EPCOT Center,  Animal Kingdom Park, 

Disney Hollywood Studio 를 각각 방문하며 교통은 교육원 차량을 이용하며  

숙박은 메리오트 호텔 (Marriott Hotel)에서 투숙하게 됩니다. 

 
 

 

Staff 
학습지도 Director S. J. Lee Fiducia 교육원 원장 Georgia Tech. 항공우주 공학과 석사, 박사과정 수료 

SAT Director Paul Lee Chicago University 경제학 석사, 박사과정 수료 

생활담당 Director Yang Shin 이화 여자 대학원 교육학 석사 

미술 Director Soo Y. Kim Iowa 주립대학원 졸업 (도예 전공) 

음악 Director Jean Janson Indiana 주립대학 음대 졸업 (플룻 전공) 

골프 Director Craig Stevens Cobble Stone G. C. Head Pro 

Teaching Professional PGA Member (24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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