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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B 교육재단은
•24년 동안 국제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사이의 보람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목표 설정을 촉진하고
아이디어 공유를 장려합니다
• 학생들이 도전을 받아들이고 모험심을 가지고 그들의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현재 미국의 수백 개의 고등학교 및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또한 해외의 많은 교육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Vision
AnB 교육재단은, 혁신의 장으로써 도전을 받아들이고,
잠재력을 발견하며, 이상을 꿈꾸며 성공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Mission
AnB 교육재단은 국제학생들이 그들의 학업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학생들에게 목적, 비전, 방향,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AnB교육재단은 우리 학생들이 그들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영향을 주고,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Value
 진실성
 공유
 성취

재단 연혁

AnB 교육재단은 23년 이상 국제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보람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CSIET 인증 취득
(Council on Standards for
International Educational Travel
(미국 교환학생 관리 감독기구)

호주, 캐나다, 영국등
국제적으로 사업 확대

1996

2002

2008

2009

J1 Sponsor
미국 국무부로부터 J1교환학생
재단(비영리 재단) 승인

2016

2018

2019 현재
한국 본사 설립

HQ in US
미국 본부설립

Overseas Office set up
중국과 베트남 현지
오피스 설립

텍사스 Dallas
지사 설립

본사 및 해외 오피스

펜실베니아 미국 본사 (렌스데일)

베트남 오피스 (호치민)

중국 오피스 (상하이)

Certifications

CSIET Certification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인 CSIET는 F-1과
J-1 학생들을 위한 유학 기관의 표준점을
세우고, 장려하고, 시행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AnB 교육 재단이 미국 국무부로 부터 받은 인증서 입니다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from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학생들이 가톨릭
학교와 공립(F1)학교에 입학할때 반드시 이
증서가 있는 기관을 통해서 입학을 해야 합니다.

J1 교환학생 재단 승인서

학생 관리 체계
학생

학교

지역 관리자

학교

AnB 본사

해외 파트너

학생

미국 국무부 / CSIET

지역 관리자
•

AnB 교육재단의 지역 관리자 들은 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는 날부터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학교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학생들을
도와줍니다.

•

저희는 현재 미국 전역에 30명 이상의 지역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중국, 한국, 베트남,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스웨덴,

학생 국가별 분포도

독일, 브라질, 스페인, 덴마크 등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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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I.

F1 및 J1 프로그램

II.

캠프 프로그램

III. 개인 과외 프로그램
IV. 대학 컨설팅 프로그램
V.

ESL 영어 연수 프로그램

VI. 추천의 글

F1 및 J1 프로그램

F1 사립 & J1 공립 학교 프로그램

J1

F1
F1 프로그램

J1 프로그램

AnB 교육재단의 F1 프로그램은 국제 학생들에게 공립/사립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 국무부는 1961년 개정된 상호교육 문화교류법의 규정에 따라 교환

(대체로 사립) 수준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역 홈스테이 가족과 생활하며

방문자(Exchange Visitor Program)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본국에 돌아가 그들의 경험을 나누기를
기대하며, 또다른 외국인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참여할

AnB 교육재단은 해외 생활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업과 개인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그들의 문화를 다른 이들과 기꺼이 공유하려는 학생들을 찾고

AnB 교육재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고등학교와 호스트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 미국의 언어, 문화, 그리고 생활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언어실력과 독립심,
그리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F1 과 J1 프로그램 비교
목적

학업 성취

학업 성취 & 문화 교류

나이제한

만 20세 이하만

만15세 - 18.5세

지원 마감일

가을 학기 : 7월
봄 학기 : 12월

가을 학기 : 4월 1일
봄 학기 : 9월 1일

학교

사립 학교 혹은
공립학교 (1년)
(선택 가능)

공립 고등학교 (선택 불가능) 혹은
사립학교 (선택 불가능)

호스트 가족 선택

심사 후 배정되는 홈스테이 가족 (선택 가능)

심사 후 배정되는 홈스테이 가족 (선택 불가능)

후원인

부모님

AnB 교육 재단

비자

F1 (I-20)

J1 (DS-2019)

필요 조건

학생의 성적에 맞는 학교 선택가능

B 이상의 내신점수 및
ELTIS 222점 이상

원칙

엄격하지만 예외는 적용됨

엄격

기간

제한 없음

1년

미국 정식기관
자격 요건

CSIET 인증서를 보유한 미국 재단에 의해서 가능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인정한 재단에
의해서만 가능

F1 & J1 지원 절차
Step 9
Step 8
Step 7
Step 6
Step 5
Step 4
Step 3
Step 2
Step 1

지원 가능한
학교 추천

필요서류 제출
1) 지난 2년간 성적표
2) 필수 공인영어 점수
3) 학생 정보
4) 여권사본

Skype 인터뷰 &
합격여부 결정

1)

AnB 지원 서류 제출

2)

미국 학교 지원서류
제출 ( F1만 해당)

3)

원서 접수비 지불

4)

프로그램 접수비 ($600)
지불

프로그램비 지불

I-20 혹은 DS 2019
사본 발송

홈스테이 가족
배정

학생 오리엔 테이션

출국

홈스테이 가족 배정
1) 저희는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학교의 지역 내에서 홈스테이
가족을 찾습니다.
2) 홈스테이 가족은 지원 서류, 가정 방문, 개인 인터뷰, 범죄 기록
확인 및 추천 조사서를 통해 선별됩니다.
3) 이후, 선별된 홈스테이 가족에게 재단의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4) 홈스테이 가족이 각 학생에게 연결되어 집니다.
5) 홈스테이 가족은 학생이 미국에 도착할 때 공항 픽업을 나가게
됩니다.

홈스테이 가족 정보

학생 오리엔테이션


AnB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본국에서
출발하기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해야 합니다.



지역 관리자들은 학생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홈스테이
가족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AnB 프로그램의 목적,
문화적 차이, 그리고 재단의 규정과 학교 규율에 대해서
알려 줍니다



학생들이 미국에 도착하면, 저희 지역 관리자들은 학생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적 차이점, AnB
의 정책, 그리고 서로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줍니다.

월별 보고서
•

저희의 지역 관리자들은 홈스테이 가족과 학생들에게 매달 연락하여
서로의 생활 방식등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의견과 문제, 또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들은 지역 관리자를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
친밀한 관계를 맺어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보고서는 매달 해외 에이전시로 전달되며, 학생의 성적 보고서
또한 포함됩니다.

•

부모님 들은 www.anbeducation.us를 통해 월별 리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ft Image Slide
Many desktop publishing packages and web page editors now
use Lorem Ipsum as their default model text, and a search for
'lorem ipsum' will uncover many web sites still in their infancy.
Various versions have evolved.

AnB 교육재단과 함께하는 여행의 기회

654,520,000
There are many variations of passages of Lorem Ipsum available, but the majority have
suffered alteration in some form

Richard McClintock, a Latin
professor at Hampden-Sydney
College in Virginia, looked up one.

Richard McClintock, a Latin
professor at Hampden-Sydney
College in Virginia, looked up one.

Left Image Slide
Many desktop publishing packages and web page editors now
use Lorem Ipsum as their default model text, and a search for
'lorem ipsum' will uncover many web sites still in their infancy.
Various versions have evolved.

학생 보험

제공되는 혜택들
Left Image Slide

사고 & 질병 혜택한도액

최대 $5,000,000

상해, 질병치료

(상해, 질병 증상 당) 최대 $500,000

상해,질병당 본인우선부담금

$0

Many desktop publishing packages and web page editors now
응급실
입원for
하지 않는 경우 본인우선부담금 $250.
use Lorem Ipsum as their default model text, and a search
상해로 인한 이머진시룸 : 본인우선부담금 $0.
'lorem ipsum' will uncover many web sites still in their infancy.
Various versions have evolved.
처방약
URC*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구급차

$0

치과 상해/사고 (응급)

심한 진통 제거를 위한 응급처치 : 최대 $350. 각 사고당 $500
까지 보험에서 부담해줌.

긴급후송비

최대 $50,000

유해 본국 송환비

최대 $25,000. 화장/매장 비용 최대 $5,000

정신과 외래/입원환자

외래환자 하루 $50 (최대 $500까지 보험에서 부담)
입원환자 최대 $10,000 까지 보험에서 부담

상해사망 & 절단사고

$25,000

물리치료

하루 1회 허용

개인배상책임

제3자 혹은 제3자의 소유 및 재산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10,000 (본인우선부담금 $100)
수화물 분실 : 최대 $250

수화물 분실

최대 $250

*Usual, Reasonable and Customary (URC) charges for eligible
expenses in the area where you receive treatment. (일상성,
합리성, 관례성)에 따라 치료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처치비용)

Left Image Slide

Many desktop publishing packages and web page editors now
use Lorem Ipsum as their default model text, and a search for
'lorem ipsum' will uncover many web sites still in their infancy.
Various versions have evolved.

뉴스레터
다양한 활동, 행사, 생일 및 축하 이벤트에 대한 정보와 사진은
분기별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링크 : https://www.anbeducation.com/news.html

캠프 프로그램

캠프 프로그램

캠프 유치가능학교 연결

캠프 스탭 모집

학습은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학교의 일정에 맞춰 캠프 스케줄과
ESL프로그램 스케줄 확정

홈스테이 가족 배정

캠프 참가 학생들 모집

학생 모임 후 캠프 시작

캠프 프로그램 구조
문화 체험 활동
국제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미국 문화체험 등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며, 언어 능력, 문화적 인식, 학업 향상과 리더쉽 기술
또한 발전시키게 됩니다.

ESL 수업
일주일에 두 번 세 시간씩,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에 중점을
두며, 적합한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저희 교사들은
모두 자격증을 가진 ESL 교사입니다.

대학교 & 시티 투어
뉴욕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 등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와 대학 투어를 가게 됩니다.

과외 프로그램

개인 과외 프로그램
저희는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개인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시험대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능력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재단내에서의 모든 교사는 엄격하게 선별, 교육 및 평가가 됩니다. 저희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협동하며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진행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며 이에 따라 목표의 방향성을 세웁니다.

고등학교 교과목 수업

시험 준비(TOEFL, SAT, ACT 등)

• 수학, 생물학, 역사, 과학등 여러 교과목 수업 지도

• 대학 입시 필수 시험 SAT/ACT, TOEFL, SAT II, ACT Writing 지도

• 교과서를 주요 자료로 사용
• 퀴즈 및 시험대비

AP과정 (대학과목 선이수제)
• 대학 수준의 커리큘럼과 시험으로 이루어진 AP 과정 지도

ESL 읽기 / 쓰기 / 말하기 / 듣기
• 공인된 프로그램 수료후 영어 지도 자격증을 보유한 ESL 강사

대학 컨설팅 프로그램

대학 컨설팅 프로그램
AnB
컨설턴트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면, 대학 지원에 대한 많은 질문을 가지게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대학 컨설팅
team

사전지식이나 도움이 될만한 정보가 부족한 국제 학생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AnB 교육재단이 대학 지원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입학 만족도 100% 보장
대학
컨설팅팀

대학교

부모님

됩니다. 학생들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하는지, 언제 지원해야 하는지,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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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AnB 교육재단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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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L 영어 연수 프로그램

ESL 영어 연수 프로그램
AnB 교육재단은 대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영어 능력 향상과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대학 및 관련 기관들과
제휴하고 있으며, 그들의 시작 단계에서 부터 대학, 대학원 입학의 모든 단계까지 고객을 돕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
주 36회 수업: 매일 6시간 공부
일반 영어 프로그램
주 24회 수업: 매일 4시간 공부
시험 대비 프로그램
주 36회 수업: 매일 6시간 공부

집중 영어 프로그램
주 30회 수업: 매일 5시간 공부
방학 영어 프로그램
주 18회 수업: 매일 3시간 공부

참고 자료 by CSIET

CSIET 통계
미국내 통계 자료
•

캘리포니아는 가장 많은 수의 국제 교환학생을 유치합니다.

•

미시간과 텍사스는 J-1 고등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상위 두 주(States)입니다(72%로 국제 교환학생의
대부분을 차지).

•

미국 북동부와, 중부 대서양 주(대서양에 접한 중부 주들)는 F-1 학생들을 가장 많이 유치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주는 F-1 학생들을 주최하는 상위 두 주(States) 입니다

CSIET 통계

CSIET 통계
지난 10년간 미국 유학생들의 통계자료

**10년 동안 전체 유학생의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추천의 글

추천의 글 (학생)
“AnB는 제게 무한한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해준 진정한 가족입니다. AnB와
함께 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며, 무능하지 않으며, 이 외국땅에서 실패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 AnB 졸업생 Ben Ju (현재 NYU-뉴욕대학교
재학중)

“… AnB는 그동안 저에게 가족과 같았습니다. 미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외로울때, 주변 환경이 불편할 때마다 지역 관리자인 Tammy에게 연락을하거나 AnB
사무실에 찾아가면, 그들은 언제나 저에게 협조적이었죠. 최선의 도움을 주었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 AnB 졸업생 Xuedi Wang (현재 UCLA
재학중)

추천의 글 (홈스테이가족)
“홈스테이 가족이 된다는건 훌룡한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아직 성호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성호는 올해 8월 저희 딸 결혼식에도 초대를 받아 올 예정입니다.”
- 2012-2014년도 A.W. 홈스테이 가족

“우리의 가족이 되어준 두 명의 선물같은 친구들 덕분에 저희는 매번 축복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상냥하고, 예의바르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저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추억도 쌓았죠. 저희는 이 두 학생들을 평생동안 저희 가족의 일원으로 기억할
것 입니다. 홈스테이 가족으로써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2017년도 Turner 홈스테이 가족

“저희는 지난 4년동안 교환학생의 홈스테이 가족이 되어왔어요. 한 가족이 되어 저희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저희 또한 그들의
문화를 배울수 있다는건 참 값진 경험입니다.”
- 2011-2015년도 F.R. 홈스테이 가족

추천의 글 (학교)
“지난 4년간 AnB 교육재단 직원들과 함께 일해오며, 그들이 매우 전문적이고 함께 일하기에 탁월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실력을 재평가 하게 되었습니다.”
- Christopher Dock Mennonite 고등학교

“Calvary Baptist학교는 지난 몇년동안 AnB 교육재단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AnB는 학생들의 최고의 이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매우 협조적이고,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방문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또한 그들은 학업 및 사회적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 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Calvary Baptist 학교
“AnB 교육재단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멋진 경험입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모든 일에서 빛을 발합니다. 저는
모든 대표분들이 열심히일하고, 성실하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 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이 저희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nB 교육재단을 누구에게든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Berks Catholic 고등학교

연락처
Mila Yoon | Program Director
Email : milayoon@anbeducation.com
Tel: (267) 679-1807
Address: 290 Pennbrook parkway
Lansdale, PA 1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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