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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wood는 가족같은 학교입니다
Springwood에서 학생들은 자신을 알고 아껴주는 사람들과 지내게 됩니다.
국제 기숙 학생들은 학교내 기숙 시설인 Springwood International House
에서 거주 직원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Springwood는 유학생들이 캠퍼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따뜻하게 환영하며, 유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하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합니다.

Springwood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국적과 관심사에 상관 없이 잘 어울립니다.
올해 학생들의 국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Springwood International House 거주
• 넉넉한 크기의 방 제공(기숙사 내 최대 32명 수용 가능, 남녀
구분)
• 거주 직원 및 기타 현장 직원 항시 상주

• 침대와 시트, 두 개의 작은 장롱, 책상 및 책상 조명, 의자 및
옷장을 포함한 가구 제공

• 식사, 공부, 오락 활동 및 휴식을 위한 공유 공간 마련
• 모든 식사가 포함되고, 주방 사용 가능
• 간호사 상주 및 병실 이용 가능
• 무료 세탁 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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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저는 아들이 Springwood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Springwood International이 제 아들을 잘 돌봐주는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최근 학교를 방문한 후, 저는 저희 가족이
Springwood를 찾은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Springwood에서 매우 행복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 학생은 개별적으로 보안 코드를 받음(도어락 비밀번호)
• 저녁 시간대 학업 및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공부 시간

• 쇼핑, 병원 예약 및 기타 학생 심부름을 위해 공항 이동 및
시내 교통수단 제공

• 학기 중 방학 및 방학 동안에도 운영

• 레스토랑 저녁 식사, 스포츠 이벤트, 쇼핑몰,
친구들과 노는 등의 주말 활동 지원

영국의 학부모 - 2022년 졸업반

Springwood School에서의 기숙사 생활
학생들 사이의 친밀감을

학생들이 대인관계를 잘 이끌어나가는

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 예술(미술/

학생들의“집 밖의 집”
으로

관리하는 방법, 위험을 감수하는 방법,

지역사회 봉사활동 시간을 기부하는

증진시키고 Springwood를
받아들이는 것을 돕습니다.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간을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음악) 창작, 학생회 참여, 스포츠,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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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부지 및 시설 개요:
• 대학 캠퍼스를 연상케 하는 46평방미터의 캠퍼스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물 및 부지
• 캠퍼스 내 와이파이 인터넷 제공
• 농구 코트/운동실 지원

• 미식축구, 축구, 야구 및 소프트볼 필드(야간 조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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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 가능한 거리의 테니스장/골프 코스

학교부
지 보유

• 7개의 캠퍼스 건물

유학생 등록금과 수수료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 학생 도착 오리엔테이션
• 고등학교 교육과정 조언

• 학생용 노트북 지원 (9학년부터 12
학년까지)

장소 및 환경:

• PSAT/SAT/ACT 시험 지원

• 개별화된 ESL/학업 지원 수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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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및 경력 계획 평가

• 교과서 및 소비재 교육과정

• 대학 및 진로 상담/자료 지원
• 대학 지원 및 장학금 지원

• Springwood의 대학 투어

• 3월 Interim 주간(봄 단기방학 전의
단체 수학여행/봉사활동 활동)

• 연중 온화한 기후

• 평균 기온 화씨 64도, 섭씨 18도

• 애틀랜타 국제공항(ATL)에서부터 75마일

• 고등학교 학생들의 26%가 유학생으로 구성

• 아름답고 안전한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들을 안심시킵니다.

지원 정보

연락처:

Lanett, Alabama 36863
+1-334-644-2123
international@springwoodschool.com
@SpringwoodInternational
www.springwoodschool.org

• 음악, 밴드, 미술, 체육, 연극,
외국어 분야의 발전 기회

• 체육 프로그램 물품 제공 (유니폼/
신발에 추가 요금 부과될 수 있음)
• 캠퍼스 내 모든 정규 시즌 운동
경기에 학생 무료 입장

• 무료 학교 졸업앨범 및 학교사진 (7
학년부터 11학년까지)
• 교통수단 제공(버스)

• 12학년 리더십 활동(수학여행)

7:1 의

학생과
선생님
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