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탈란타 국제 공항으로 부터 한 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고 미국 동남부 쪽 
알라바마 주에 위치해 있는 Springwood 학교는 전 세계로부터 저희 아름다운 학교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사립 및 기숙형 학교로 공인된 저희 학교는 학생들에게 철저한 대학 입학 및 향후 직업 
준비와 학교를 대표하는 다양한 운동팀, 연극 활동, 미술 수업, 지역 공동체에서 다양한 
활동, 그리고 많은 학과 활동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활기찬 학생들은 이번 년도에 미국 내의 학생들과 11개의 다른 나라에서 온 국제 
학생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고등학생 전체 중 25%의 고등 국제학생(9학년~12
학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첫번째 날 부터 교육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합니다. 학생들이 
이 학교를 졸업 하고 각각 다양하게 선택한 대학교로 진학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때 철저히 준비되어집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들은 한결 같이 
그들이 이 학교에서 발달시킨 능력들을 바탕으로 대학교에 가서도 잘 적용시키고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것을 확신해 합니다.

이 학교가 국제 학생에게 이상적인 이유:

• 학생에게 개별화된 관심과 도움
•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전념하는 교직원
• 학업적인 것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전념하는 교직원
• 40개 이상의 학과 활동
• 미국의 재밌는 문화 활동들 체험
• 봉사 활동 
• 지원한 대학교에 대한 대학 입학 허가

이 책자를 읽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3개의 Honor, AP, DE 
수업 과정 (과목)

52개 종류의 수업 
과정 (과목)

16개 종류의
학교 동아리

100% 대학  
진학 허가 

100% 학생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

46에이커  
규격의 캠퍼스 규모

2022-23 학기에는 11개의 
다른 국가의 국제  
학생들이 있다.

19개 종류의 
운동팀 

54명의 선생님과 
직원이 있다.

학생 9명당 1명의 선생님 
비율로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고등학교 전체 25% 학생 
수가 국제 학생이다.

미국 100위권 중 37개 
학교에 허가를 받음.

현재로부터 8년 동안 7번 President’s Award 수상 

1970 학교 설립

스프링우드
학교에 대한 
간략한 정보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베트남 출신 학생

제 학교에서의 경험은 제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교직원과 다른 많은 직원 분들 모두 친절하고 큰 
도움이 되고, 이 학교를 높은 수준으로 이끈 것 
같아요. 그 분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저에게 많은 유용한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강조하시기도 했어요.” 

학교 회원 및 승인 그리고 증명서 교부  
(아래에 보이는 8개 단체)

대학 진학 준비를 
위한 사립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3-2024

2022년 블루리본상 (11년 연속)



학부, 대학 입학, 장학금에 대한 간략한 소개

과외 활동, 각종 대회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 

많은 활동들을 이곳에서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9:1의
학생 당교사 비율

 애틀란타 

공항에서

1시간 거리

12th grade student 
South Korea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축구와 미식 축구를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저는 팀동료들이 
얼마나 빠르게 최고의 친구로 

거듭나고 목표에 대한 마음 
다짐을 굳게 설정할 때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스프링우드 학교 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전통

• Interim Experience: 에서는 3일 동안의 여행, 직업 체험, 공동체 활동, 견학을 간다.

• Job Shadowing: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Interim experience  
 활동 기간에 학생들이 선택한 직업의 인턴이 되어서 활동한다. 

•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한 매년 마다의 학교 총괄의 활동 
 *Wildcat: 미국에는 학교마다 상징하는 동물이 있는데 Springwood의 상징 동물은   
 Wildcat이다. 

• 모든 연령대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다른 팀으로 나뉘어서 재미있는 경쟁  
 (시합)을 가진다. 

•  저희 학교 교직원은 학생들이 잘 알 수 있게 끔 전념한다.  
 이 관계들은 선생님들이 능숙하게 학생들을  
 안내하고 도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선생님들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그들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줍니다. 

•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성공은 그들의 대학  
 합격, 장학금 수여, 그리고 대학 수준에서의 GPA  
 (학교 성적)에서 명백합니다.

• 학교 졸업장은 그들의 선택한 대학교에 승인되어집니다. 

• 저희 학교 졸업반에 제공한 5년 평균 장학은 연간  
 2백만 달러에서 3백만 달러 사이이다. 

스프링우드 학생들 중 입학 허가를 받은 상위권 100개의 대학교  
(2023년 U.S. News와 World Report Ranking에 근거한 자료)

• American University 
• Auburn University
• Baylor University 
• Clemson University
• Duke University 
• Emory University
• Fordham University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Harvard University 
•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Michigan State University
• Northeastern University

• Ohio State University
• Princeton University 
• Rutgers University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 Texas A & M University 
•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Georgia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 The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 The University of Minnesota,  
 Twin Cities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Tulane University
• UMass-Amherst 
• University of California –  
 Irvine
• University of Connecticut
• University of Iowa
• University of Maryland
• University of Notre Dame 
• University of Pennsylvania 
• University of Virginia 
• Vanderbilt University 
• Virginia Tech 
• Wake Forest University
• Yale University

많은 활동들을 이곳에서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전통적인 과정

•  획기적인 선택 강좌 (과목)

•   온라인 AP 수업 추가

•   더 높은 레벨의 수업: Honors,  
 AP, and DE

• 학과 동아리 활동: 로봇 공학, 수학 동아리, 중학생 학과 퀴즈 동아리, 공학 동아리

• 학교 단체 또는 방과후 활동: 배드민턴, 베타 (경제 관련), 성경, 또래 친구 (맨토링),  
 요리, 스포츠 데이터 연구, 연극 활동, 학생 자치회, 튜터링 프로그램: 고등학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활동, 졸업앨범 제작

• 운동부: 미식 축구, 육상 (마라톤 종류의 운동), 농구, 야구, 소프트 볼  
 (여자 야구부), 테니스, 골프, 육상 (장애물 달리기), 축구, 치어리더, 낚시 

• 예술 분야: 뮤지컬, 연극, 음악 및 예술 공연, 미술 대회, 밴드부,  
 심화 미술반 및 과정

Lanett은 도시 이름, AL은 Alabama 주의 약자,  
36863은 우편 번호 입니다.
전화번호 334-829-4000 

international@springwoodschool.com 
      @SpringwoodInternational 
www.springwoodschool.org

연락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