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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B 교육재단은

재 단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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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동안 국제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
사회 사이에서 보람 있는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목표를 향해 매
진하여 새로운 꿈을 실현하도록 장려합니다. 

• 학생들이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전시
킬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 현재 미국의 수백 개의 고등학교 및 수천의 홈스테이 가족
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또한 해외의 많은 교육 기관들과 파
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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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AnB 교육재단은, 혁신의 장으로써 도전을

받아들이고, 잠재력을 발견하며, 이상을 꿈

꾸며 성공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 “열정”

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새

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전념하

고 있습니다

MISSION

AnB 교육재단은 국제학생들이 그들의

학업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이상적

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학생들에게 목적, 비전, 

방향,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들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영감

을 주고,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VALUE

 진실성

 공유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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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2002 2008 2009 2016

한국본사 설립

미국본부설립

HQ in US

중국과베트남
현지오피스 설립

Overseas Office set up

CSIET 인증취득

(미국 교환학생관리감독기구)

호주, 캐나다, 영국등

국제적으로 사업 확대

2018

J1 Sponsor

미국국무부로부터

J1교환학생재단

(비영리 재단) 승인

2020 현재

Conwell Egan High School
기숙사 단독운영

재단연혁

2019

텍사스 Dallas 
지사설립



지역관리자

학교

해외파트너학생

미국 국무부

CSIET

5

학생 관리 체계

AnB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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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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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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국가별 분포도
저희 학생들은 중국, 한국, 베트남,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스웨덴, 

독일, 브라질, 스페인, 덴마크 등 세계의 다양한 나라에서 옵니다.

47%

30%

11%

4%
4%

1% 1%

1% 1%Chinese Korean Vietnamese Italy Spain

Brazil Denmark Germany Taiwan



J1 프로그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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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학교 교환학생 제도는 1961년에 J.William Fulbright 

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호 교육 문화 교류법에 의거합니

다. 이법은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에 문화 교육의 증진

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통하여 서로 함께 이해하며 발전해 나

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연간 약

27,000명 이상의 전세계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들이 미국 공립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 자격으로 미국의 교

육과 문화를 체험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참

가할 수 있고, 숙식은 미국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가정(host 

family)에서 무료로 지원됩니다

공 립
교 환



J1 프로그램 특성

J1 프로그램은주로사립학교로입학을하게되는 F1 프로그

램과는달리, 미국정부와프로그램스폰서(J1 재단)의지원

하에자원봉사호스트패밀리가사는곳의공립학교에서최

대 1년까지머물며공부를하게됩니다. 

미국정부는각나라에서오는청소년들이미국의진보적이

고창의적인교육제도하에서공부를하며받게되는긍정적

인영향을본국에돌아가알리기를기대합니다. 자원봉사미

국인가족과살며미국의문화를몸소체험할수있도록만들

어진유익한프로그램입니다. 

J1 프로그램 학생 자격

이러한 J1 프로그램의특성을최대한살리기위해서는엄격하게선
발된학생만이이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주어집니다. 

 영어실력 – 미국고등학교교과과정을따라갈수있을정도의
영어실력과미국가정에서살면서불편하지않을정도의의사
소통실력이되어야만합니다. ELTIS 영어점수가 222점이상되
면지원자격이갖추어집니다. 

 학업성적 – 한국학교에서적어도평균 80점이상의성적을가
진학생이어야합니다. 

 성격 – 다른유학프로그램과는달리, 학생의성격은이프로그
램의성공여부를가늠하는데에어찌보면영어실력보다더중
요한요소일수있습니다. 이프로그램에맞는성격은, 활동적
이고무엇이든시도해보려는도전정신이강한학생, 부끄러워
하지않고모르면물어보아서파악하는용감한학생, 그리고남
에게의존하기보다는독립적으로본인의일을처리해나갈수
있는학생이적절합니다.

 건강 – 지병이있거나쉽게질병에노출되는건강을가졌다면
이프로그램과는맞지않습니다. 

J1 프로그램 특성과 학생자격



공립교환학생프로그램인 J1 프로그램과사립유학프로그램의차이점은크게다음과같습니다. 

J1 공립교환은목적이미국에서공부하여좋은대학에가고자함이아닙니다. 교육에만포커스되어있지않고, 문화교류

에더촛점이맞추어져있어서공부만하려는목적이라면사립유학쪽으로선택해야됩니다. (물론 J1 프로그램을먼저 1년

하고이어서 F1 프로그램을지속한다면비용면에서크게절감할수있는방법이기는합니다).

이프로그램은미국에있는동안자원봉사체험이나, 학교에서제공하는많은 Activity와클럽활동, 호스트가정과의다채로

운경험을통하여미국이라는나라를배워나가는것에목적을둡니다. 따라서이에상응하기위한규율도엄격합니다. 공

부를게을리하여 B 학점이하로성적을받거나, 학교와재단의규율을어겼을때에는예외없이본국으로돌아가야합니다. 

또한가지큰차이점은비용입니다. 보통 3만불이상의비용을요구하는 F1 사립학교프로그램에비하여, 만불대의스폰서

비용으로미국에서 1년동안교육과생활을할수있는최대의가성비를가진프로그램이라해도무리가없습니다. 

마지막으로이프로그램이성공하기위해서는좋은재단을선택해야합니다.  좋은학교와호스트는재단에의해서결정되

기때문입니다. 저희 AnB 교육재단은 J1재단들중유일무이하게 Korean-American 으로구성된 경영진을가진비영리교육

단체입니다. 누구보다도한국학생들과파트너유학원들을잘이해하고돕는재단임을자신합니다!

두프로그램의차이점을좀더간략하게표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습니다. 

J1 과 F1 프로그램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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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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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

미국 정식기관
자격 요건

CSIET 인증서를 보유한 미국 재단에 의해서 가능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에서 인정한 재단에
의해서만 가능



J1 프로그램 지원 절차

필요서류 제출

- AnB 온라인 지원서류 제출

- 원서 접수비 $150 납부

- 여권사본 및 성적표 온라인 업로드

스카이프 인터뷰

영어테스트 점수 제출

- ELTIS 최소 222 이상

1)합격여부 결정

2)재단인보이스와

DS2019 사본 수령

프로그램 비용납부

1)DS 2019 원본수령

2)비자 인터뷰
홈스테이 가족배정

출국전 학생 오리엔테이션

출국



1) 학생들이공부하게될학교의지역내에서좋은홈스테이가족

을찾습니다.

2) 홈스테이가족은지원서류, 가정방문, 개인인터뷰, 범죄기록

확인및추천조사서를통해세심하게선별됩니다.

3) 이후, 선별된홈스테이가족에게재단의규칙과규정에대해서

알려줍니다.

4) 홈스테이가족이각학생에게소개되어집니다.

5) 홈스테이가족은학생이미국에도착할때공항픽업을나가게

됩니다.

홈스테이 가족 배정



 AnB프로그램에참여하는모든학생은출국전본국에서

해당유학원에서추최하는사전오리엔테이션을참석해

야합니다.

 학생들이미국에도착하면, 미국의주요도시에서 AnB교

육재단이주최하는학생오리엔테이션에참여하게되며, 

AnB 교육재단은오리엔테이션기간동안학생들에게문화

적차이점, AnB의규율과가이드라인, 그리고호스트가

정에서잘융화되며생활하는방법에대해알려줍니다. 

오리엔테이션기간중있게될시티투어는학생들의잊지

못할추억으로자리합니다. 

J1 학생 오리엔테이션



Time Agenda

12:00-5:00pm

JFK Airport Pickup, Hotel Check-in: Hampton Inn JFK Airport 

5:00-5:30pm Settle in

5:30-6:30pm Dinner (Meeting Room)

6:30-9:30pm
Orientation (Meeting Room)

1. Welcoming ceremony and interactive activities

a) Welcome AnB Education students and self-introductions
b) Ice-breaker game 
c) Activity 

2. Student Orientation presentation

a) Introduction to AnB Education
b) American Life 
• How to build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host family
o Keys to success with your host family
o Communication with your host family
• Important documents 
o Finance and insurance policy
• AnB rules and guidelines

학생 오리엔테이션 Day 1



Time Agenda

8:00am-9:00am   Breakfast

9:00 am – 12:00 pm Statue of Liberty Ferry, St. Patrick's Cathedral

12:00pm-1:00pm  Lunch

1:00pm-5:00pm  One World Building, Metropolitan Museum, Times Square      

5:00pm-5:30pm  Back to hotel

5:30-6:30pm
Dinner (Meeting room)

6:30-9:30pm    

Orientation (Meeting room)

1. Academic Life 
• How to thrive at school
o Keys to success at school
o Expect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2. Stress Management
• Discussion about the causes of stress and how to overc

ome stress
• Introduction of help line
3. Q&A

학생 오리엔테이션 Day 2



Time Agenda

8:00am-9:00am Breakfast and checkout   

9:00am-12:00pm

Picture time, JFK Airport Departures

학생 오리엔테이션 Day 3



2019 AnB J1 오리엔테이션



2019 AnB J1 오리엔테이션



• 저희의지역관리자들은홈스테이가족과학생들에게매달연락하여서

로의생활방식등이잘맞는지확인하고, 의견과문제, 또는질문에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학생들은 지역 관리자를 정기적으로 직접 만나 친

밀한관계를맺어좋은조언을받을수있습니다.

• 월별 리포트는 매달 해외 에이전시로 전달되며, 학생의 성적 보고서 또

한포함됩니다.

월별 리포트

학생 개별/그룹 미팅
• 저희의 지역 관리자들은 한 학기에 적어도 한번 이상 학생과 직접 만나

서학생의상태를확인하고,필요한부분을도와줍니다.

• 지역관리자는 주변 다른 J1학생들과 그룹으로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장

소를선택하여액티비티를주관합니다..

학생 지원
• 학생들은 지역 관리자 뿐만 아니고, 본사의 한국어가 가능한 Staff들과

연락이 언제라도 가능하며, 무엇이던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할수 있습니

다.

학생관리 시스템



J1 학교리스트 저희 J1학생들이 재학했거나, 현재 재학중인 학교리스트 입니다

Henderson High School 

Lower Dauphin High School 

Ephrata  High School

Perkiomen Valley High School

Pottsville High School  

Grandview High School-MO

Center Grove High School - IN

North Paulding High School – GA 
Apalachee High School – GA 

Winder Barrow High School – GA

East Coweta High School – GA   

Broken Arrow High School

Jenks High School

Pitman High School

West Deptford High School

Robbinsville High School 

Bordentown Regional High School 

North Warren Regional High School 

Thompson High School - AL

Shawnee Mission East High School

Lock Raven High School – MD 

Ragsdale High school – NC

Tulpehocken High School 

Roosevelt High School 

Easton Area High School  

Hershey Area High School 

PENNSYLVANIA

NEW JERSEY

Oxford High School – MS

Austin Senior High School – MS 

KANSAS
Benbrook Middle-High School – TX

Harlan High School – TX 

OKLAHOMA

*이 리스트는 추후 J1학생의 학교 선정과 연관이 없습니다.

Delmar Senior High School - DE



J1 공립학교 FLYER

Shawnee Mission East High School



The Hill Family호스트패밀리 FLYER



J1학생과의 인터뷰 김OO 학생 (Thompson High School)

공립교환 프로그램에 결정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저는 새로운 언어나 문화를 배우는걸 매우 좋아해요. 미국에 오기 몇년

전, 저는 일본어 말하기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 당시 저희 학교 선생

님이 영어국가에 가서 영어와 서양문화를 접해보는게 어떨지 제안을 하

셨어요. 그 후 엄마께서 AnB의 공립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듣게 되었고, 

더 많은것을 경험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어땠는가?

-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정말이지 꿈 같았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보다 영

어가 서투르고 잘 못알아 들어 조금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하며 점점 친해졌고, 그러다 보니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게 됐어요. 특별

히 1년동안 알츠하이머 기금 모금 행사, 양로원 공연, 할로윈 파티, 크리

스마스 합창 콘서트, 장애 학생을 위한 봉사활동, 버밍햄 오케스트라, 마

틴 루터 킹 퍼레이드등 여러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고, 친구들

과의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홈스테이 가족과의 생활은 어땠는가?

- 저희 홈스테이 가족은 정말 최고였어요. 저를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

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학교에서 어떤 새 친구를 사귀었는지

물어보시고,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한

번은 독감에 걸렸었는데, host mom께서 꼬박 옆에서 저를 간호해 주

시고 최선을 다해 보살펴 주셨어요. 유학생활때 아픈게 제일 서러운

데, 그때 오히려 홈스테이 가족의 사랑덕분에 행복했어요(웃음). 

앞으로 생각해 놓은 진로 및 향후 계획은?

-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값진 경험들을 바탕으로 꿈을

크게 꾸고 세상을 조금 더 멀리 보고 싶어요. 대학을 일본으로 가고

싶은데, 거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홈스테이 가족, 친구들

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즐겁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J1학생과의 인터뷰 이OO학생 (Harlan High School)

공립교환 프로그램에 결정적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지난해, 가족들과 해외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시간을 즐기고 문화

생활을 하는지 직접 보게 되었어요. 여유롭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생활하는 그들만의 생활방식이 매력있게 다가

왔고, 이런 문화에 대해 더알고 싶어졌어요. 그 후, 아빠께서 AnB에듀케

이션의 공립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듣게 되었고, 저는 ‘나에게 꼭 맞는 프

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더 컸죠.

미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어땠는가?

-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말을 빨리 하고 싶어도 영어로 자세히

표현하기가 어렵고, 친구들이 너무 빨리 말하면 알아듣기도 힘들었죠. 마

음을 먹고 친구들과 열심히 어울려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좋은 미

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

주면서 저를 여러 방법으로 많이 도와주었어요. 지금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죠.



홈스테이 가족과의 생활은 어땠는가?

- 저와 홈스테이 가족은 많은 일을 함께 했어요. 요리, 베이킹, 영화, 퍼

즐, 쇼핑, 교회등 미국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자

연스레 열어주면서 좋은 추억을 함께 쌓아올 수 있었어요. 특별히 매

일 저녁마다 host mom과 요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이 좋았어요. 또 할로윈과 추수감사절 휴일동안 제 친구와 홈스테이

가족의 친구, 친척들을 초대하여 집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시간을 보

냈는데,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을 잊지못할 추억이었어요.

앞으로 생각해 놓은 진로 및 향후 계획은?

-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것이 좋겠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제게도 잘 맞고, 이

곳에서 제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을것 같아요. 제 꿈은 약사가 되는

것이라, 현재는 미국에서 약사가 되기 위해 어떤 대학교에 가는게 좋

을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알아보고 있어요. 



Precious moments with host family

현재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저희 AnB학생들입니다 



Precious moments with host family

Made      
with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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