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0 년 개교

스프링우드 학교의 
유학생을 

스프링우드는 학생들이 자신들을 관리해주고 주변에 있는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같은 분위기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국제 학생들은 교내 
기숙사에 있는 담당 선생님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학생들은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에서 자기독립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스프링우드 학생들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좋은 룸메이트가 되는 것부터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는 것, 심지어 빨래를 
스스로 돌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스프링우드 국제학생들은 그들의 출신이나 관심있는 분야에 상관치 않고 학교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번 년도에 들어온 학생들 아래와 같은 곳에서 왔습니다:

•2018년 가족형 기숙사 개관

•기숙사 선생님

•보안시스템과 방 비밀번호

•남녀 구분된 영역에 넉넉한 크기의 기숙사 방

•각 학생의 개인적인 수면, 공부 및 수납 공간을 갖춘 객실

•남녀 공동 구역은 추가적인 모임과 학습공간 제공

•식사, 공부, 레크레이션, 티비 시청 및 휴식을 위한 공유 공간  
 확보

•학생들의 식사 포함 주방 특권

•간호사 직원 및 병실 이용 가능

•학생들을 위한 무료 세탁 시설

•교실, 체육관, 웨이트장, 미술관, 운동장 도보 5분

•교육 및 영어 지원 스터디 세션 제공

•공항 픽업 및 시내 픽업 제공

•학교 방학동안 기숙사 개방

•주말 활동으로 외식, 스포츠 행사, 쇼핑몰 여행, 영화 및 티비  
 시청,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사교 활동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다는 것은 단지 
학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프링우드 
국제학생은 미국과 이 
지역의 특정한 문화를 
즐기고 경험 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바쁘지 않는 날이면 
교내외 다양한 활동을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기숙사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며, 특정 
지역으로 탐험하러 가기도 하고 혹은 학교에서 쉬기도 
합니다. 스프링우드 인터네셔널은 국제학생들이 가진 
교육, 경험, 그리고 관계는 그들의 삶에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것입니다. 

스프링우드 국제학생 기숙사

2022년 블루리본상 (11년 연속)

-10학년 독일 국제학생 올림-

스프링우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따듯하며 룸메이트, 반 친구, 
그리고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평생 이어갈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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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생활



유학생 등록금과 수수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Application  
information

스프링우드 캠퍼스 구내 및 시설 개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활동들

9:1의  학생 당  교사 비율

• 학생 도착 방향

• 학생용 노트북

• PSAT 테스트

• 개별화된 ESL/Academic 지원 수업

• 교재 및 소모품 교육과정

• 학업 지도, 상담 및 대학 입학 지원을  
 위한 학생 서비스

• 음악, 밴드, 예술, 체육, 연극,  
 외국어의 풍부한 기회

• 체육 프로그램 제공(유니폼/신발에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캠퍼스 내 모든 정규 시즌 체육  
 행사에 학생 무료 입장

• 무료 학교 연감 및 학교 사진

• 대학 캠퍼스를 연상시키는 46에이커의 캠퍼스

• 안전하고 안전한 건물 및 지면

• 와이파이 인터넷 캠퍼스

• 농구 코트/운동실

• 조명이 켜진 축구, 축구, 야구 및 소프트볼 필드

• 도보 거리의 테니스 코트/골프 코스

• 7개의 캠퍼스 건물

연중 온화한 기후

• 평균 온도 섭씨 18도, 화씨 64도

• 애틀랜타 국제공항(ATL)에서 75마일

• 고등학생의 25%는 국제학생

• 아름답고 안전한 캠퍼스는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과 부모들의 마음의   
 평화에 기여합니다

Springwood School은 SEVIS에 등록되어 있으며 F-1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제 학생들에게 I-20을 발급합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지원서와 입학 서류 외에도 영어 시험을 제출하고 
줌 인터뷰에 참여해야 한다

애틀란타 

공항에서 1시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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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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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