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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를양성하고, 미래의교육자들에게영감을제공하고, 하나님을잘

섬기는것, 인재로키워내는것이 코넬이건의임무입니다.

또한학생들의무한한잠재력을발휘할수있도록이끄는, 잘준비된

가톨릭가치기반교육을제공하는것이저희의미션입니다!"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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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WELL-EGAN 
CATHOLIC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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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1957

종교: 가톨릭

남녀공학

학년: 9-12학년

총학생수: 432

국제학생수: 11

교복 : 있음

GENERAL INFORMATION 

평균학급크기: 22

교사대학생비율: 1:20



Thomas J. Lynch

President

Tom Lynch는 TE Connectivity 이사회의장그리고현재 Conwell-Egan의

교장선생님입니다. TE Connectivity는 150억달러가치의글로벌기술

및제조업의선구자로알려져있습니다. Tom Lynch는 200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회사의최고경영자로일하였습니다. 

TE Connectivity에서, Tom Lynch는중국과의상업관계구축에압장서는

기구인미-중비즈니스위원회 (USCBC) 위원과부시대통령과오바마

대통령이임명한대통령국가안보전기통신자문위원회 (NSTAC) 

위원으로활동했습니다.

TE Connectivity의최고경영자가되기전, Tom Lynch는 Tyco 

International, Motorola 및 General Instrument Corporation에서

임원직을역임했습니다.

Tom Lynch는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Cummins Inc., Automatic Data Processing, Inc., The Franklin

Institute (필라델피아) 및 Rider 대학교(뉴저지로렌스빌)의이사회에속해있으며, Conwell-Egan의이사회

의장입니다. 

Tom Lynch는 1972년 Bishop Egan 고등학교를졸업하고뉴저지 Rider 대학교에서상업학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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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Renowned Board of Directors)

Mark Schweiker ’70

전펜실베니아주지사

Thomas Lynch ’72 : Fortune 500대 CEO

Susan DiLisio ’81 : Danaher Lynch Family 재단의전무이사

Daniel Abramowicz ’75 : Crown Holdings의최고기술경영자

Steven Liedtka ’87 : Villanova 대학교의회계학과교수

John Cordisco ’73

벅스카운티민주당대표및변호사

Michael Hagan ’80 

Nutri System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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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611 Wistar Road, Fairless Hills, Pennsylvania 19030 USA

학교위치

Philadelphia 로부터 30 마일

New York 으로부터 70 마일

Washington, DC 로부터 170 마일

필라델피아, “City of Brotherly Love”

워싱턴 DC,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뉴욕, “The BIG APPLE”필라델피아의독립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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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상위 10% - 1,302

상위 25% - 1,188

대학합격률: 100%
SAT 점수

총대학장학금수혜금액

(2019년도졸업생)

$ 8,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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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졸업생대학합격현황
코넬이건졸업생들은다음을포함한많은우수한대학교에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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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공연예술센터

▪ 확장된시각예술프로그램및

음악프로그램

▪ 40% 의학생참여율

향상된 예술프로그램

교육전략

▪ 공동체파트너십

▪ 봉사활동수련회

▪ 다양한봉사활동의기회

도움의문화

▪ “Every day is career day at CEC”

CEC 에서는매일매일이직업경험의날

▪ 경력평가

▪ 인턴십

▪ 고교졸업후의계획

학생리더십센터

▪ 필라델피아가톨릭리그

▪ 60개의운동팀과클럽

▪ 90%의학생참여율

운동 & 엑티비티

▪ 수학및영어강화

▪ 공부전략

▪ SAT대비

▪ 튜터링프로그램

▪ 하계 Bridge프로그램

▪ EAST (Enrionmental and Spatial 

Technology) –경험적학습

▪ 확장된대학과정개설

핵심적학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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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예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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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교육은학생들에게더다재다능한

사람이될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 음악이나시각예술을통해학생들은

주변의세상에대해더깊이이해하게

됩니다. 

• 새로운공연예술센터 (2019년 11월개관)

• 두개의연극프로덕션

• 지역및주전역의 Arts Show에서수상

• 필라델피아메트로폴리탄지역내의공연

Investing in Fine Arts - 예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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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의공연예술프로그램은학생들이다양한

등장인물묘사와여러가지문화를나타내는

음악을통해창조적으로자신을표현할수

있도록도와줍니다. 

학생들은기악, 성악, 그리고연극공연에서

그들의기술을탐구하고다듬을기회가

제공됩니다 .

공연예술센터



14

도움의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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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C는학생들에게학교와지역사회에봉사를

통해그들의신념을실천에옮길수있는

기회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 학생들은학교안과밖에서더나은공동체를

만들기위해효과적으로협력하는법을

배웁니다. 

도움의문화



학생리더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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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리더십센터는학생들이리더십스킬을발경하고

개발할수있도록돕는 Conwell-Egan의새로운배움의장

입니다. 완전히새롭게리모델링된컴퓨터실과학생

휴게공간으로서, 학생들이만남을가지고, 일을체계화

하고, 리더십을키울수있도록만들어진장소입니다.

학생리더십센터는 Conwell-Egan 학생들에게 “도전”과

“보상”을동시에제공하는특별한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학생들은전문인턴십기회를찾을

수있으며, 경영진멘토와함께배우고, 학교생활에더

많은참여를하여공동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도록목표를세웁니다.  

학생리더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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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리더십센터에서는어떤프로그램들이진행되나요?

청소년 Workforce 발전프로그램 펜실베니아자유기업체제워크샵

Brian Fitzpatrick 하원의원방문및연설 Travis Manion재단의서비스프로젝트



운동및엑티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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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C 학생들의 80% 이상이학교

운동과방과후활동에참여합니다

▪ 9, 10학년으로구성되어진 22개의

대학대표팀이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농구

테니스

미식축구

필드하키

야구

배구

라크로스

하키

골프

달리기

레슬링

볼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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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는고등학교시절을더욱의미있게만들며

리더십과교우관계를증진시켜주는과외활동을

제공합니다.

클럽및활동

아트클럽

피어멘토링

합창단

콘서트밴드

드라마클럽

교내경기

수학경시대회

미니톤

신문

로봇공학

로보틱스

스피릿나이트

학생회

졸업앨범

지역봉사단

내셔널아너소사이어티

협회

프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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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운동경기장



핵심적학업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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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Dual-Enrollment 수업 :

24 (대학)학점취득가능

• 9-10학년교과과정에포함된 SAT 

대비과정

• 학교수업이외무료과외와 SAT 대비반

• 대학및취업상담

• 4년제대학입학률의 10%증가

주요시설수리

- 인터내셔널하우스

- 공연예술센터

- 체육경기장

• Franklin Institute와의파트너쉽

• 학생리더십센터설립

“Everyday is Career Day at CEC”

학업프로그램



25

• 설계및기술을통해프로젝트기반학습을

수행합니다. 

• 대인커뮤니케이션스킬과협력하는방법을

배웁니다. 

• 공동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선진기술과

함께실질적경험을제공합니다. 

• 미래의선한영향을미치는혁신적인

아이디어를구상합니다.

• 작업물에대한소유권과자신감을

부여합니다. 

• 학생들은자신만의프로젝트를개발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EAST(Environmental and Spatial Technology) 에서는
무엇을배우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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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B 교육재단은단독적으로 Conwell Egan 기숙사를운영합니다. 

STUDENT DORMITORY



AnB교육재단

Summa Global Education 산하의 AnB 교육재단은 23년동안

국제학생들과그들의 가족, 학교, 지역사회내의보람있는

관계를발전시켜왔습니다.

저희는학생들이현재의상황에서한발더나아가더욱크게

성장할수있도록그들의여정에함께하길원합니다

27

저희는학생들에게안정적인환경을제공하며, 

그환경안에서그들이목표를설정하고, 자유롭게

의견을나눌수있도록도와줍니다. 

또한, 학생들이자신에게처한도전을이겨내고, 

자신들의잠재력이무엇인지탐구하며그것을

극대화할수있는환경을제공해줍니다.



28

한국본사설립

호주. 캐나다. 영국등
국제적으로

Established new 

headquarters in the U.S.

Received CSIET certification 

and formed agreements with 

various private schools in 

CA, VA, MA, NJ, and NY.

Established China and 

Vietnam office.

Approv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s 

to sponsor exchange 

visitors (J1)

2019

Established 

Texas (Dallas) office

AnB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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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int Anthony 기숙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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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s: 

• 학생두명이한방에배정됩니다. 

(1인실은추가요금이적용됩니다.) 

• 각 2인실방에는개인화장실/욕실이있고

1인실의경우화장실/욕실은옆방 1인실과공용

사용입니다. 

• 각방에는침대, 서랍장, 책상, 책상의자와

옷장이있습니다. 

• Staffing: 

•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동안직원이

상주합니다.

• 학생활동을감독하고, 학생들의생활에대한

정기적인보고서를에이전트에게전달하여

학부모들에게보내줍니다

Saint Anthony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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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한번다양한활동을가집니다. 역사적인

장소들, 지역박물관, 대학투어등여러곳으로

단체여행을가게됩니다

• 매주한시간의대학컨설팅

• 매주두시간의토플과 SAT 튜터링 (매달 3번) 

• 주중: 아침 & 저녁 (기숙사), 점심 * (학교)

• 주말및휴일: 브런치 & 저녁 (기숙사)

식사

엑티비티

• 숙제도움

• 방과후 2시간의학업지도

학업지원서비스

음악레슨*

대학컨설팅프로그램*

•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보컬레슨제공.

*표시가있는항목은추가비용이적용됩니다. 

승마수업 & 골프레슨*
• 학생들은승마및골프레슨을받을수

있습니다. (매주한번)
• 개인레슨 : $60  / 그룹레슨: $40 

*가격은변동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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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스케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6:30-7:30 아침기상 -아침식사 아침기상

7:30-2:15 학교수업 브런치 (11:30 AM)

2:15-2:30 하교

- 엑티비티

- 봉사활동

- 개인교습

자유시간
2:30-4:30 학업튜터링 / 숙제도움 /방과후활동

4:30-5:30 쉬는시간

5:30-6:30 저녁

6:30-9:30
개인시간

(과제, 개인교습, 운동, 스터디등)

토플 & SAT 

튜터링

(해당자만)

저녁식사

자유시간

9:30-10:30 자유시간

10:30 취침

*위는샘플스케줄이며, 학교상황에따라변동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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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TUDENT SUPPORT SERVICES OFFER…

과목튜터링 & 숙제도움

집중영어프로그램

시험대비

숙제 에세이 시험대비 학교수업에대한질문

국제학생들을도와주기위해편성된집중영어프로그램:

• 영어실력을개발하고강화합니다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실력을점진적으로향상시킵니다.

• 성공적으로미국학교생활에적응을할수있도록도와줍니다. 

&

위시험대비반은추가비용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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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그램은학생들의학업기회를극대화하도록고안된맞춤형학생

지원시스템입니다. 각각의학생들은아카데미어드바이저를배정받으며,  

그들의학업진척도와학교에서의경험을함께검토합니다.

ACADEMIC & UNIVERSITY 대학진학컨설팅프로그램

어드바이저는…

• 개개인의동기부여와학업적관심사를파악합니다.

• 미국대학지원을도와줍니다.

• 학업진척도를평가합니다.

• 목표설정을도와줍니다.

• 수업선택을도와줍니다.

• 미국학교생활적응을도와줍니다.

• 이력서작성을도와줍니다

특별히 1:1세션에서학생과어드바이저는서로협력하여대학목표

달성을위한로드맵을함께그려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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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년 10학년

• 미국학교생활적응및 GPA 관리, 

• 영어실력향상및학교활동적극

적인참여권장

• Resume 경력만들기

• 목표대학탐색및전공탐색

학년별목표

11학년 12학년

• Resume 경력만들기
• 목표대학분석및포지셔닝전략
수립

• Personal Statement 작성
• 인터뷰준비등대학지원완료

모든학년:  일대일월별미팅과분기별그룹세미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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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서비스

차량서비스는다음상황들에제공됩니다

• 여행

• 이벤트 (대학교투어, 시티투어등)

• 공항픽업/드롭오프

Full Size Passenger Vans Mini Vans

A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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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는학교건물바로옆에위치하여있으며, 

YMCA와걸어서갈수있는거리에있습니다. 

H-Mart는차로 5분거리에위치해있습니다. 

기숙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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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Own Words

위사진을클릭하시면한국어동영상을보실수있습니다. 

한국어동영상

https://youtu.be/_IzWrJ_UJ1A
https://youtu.be/_IzWrJ_UJ1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