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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리더십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 : 

•진로 및 대학탐색 (2학년)

•게스트 연사 초청

•커리어 목표에 부합하는 인턴십 기회 제공

•퍼블릭 스피킹, Resume Writing 및 개인 브랜드 작업을 위한 워크샵

•방과후 및 여름 방학 자기개발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통해 인격형성

•적성, 열정, 성격 및 관심분야 파악

학생 리더십 센터 CSL는 새롭게 리모델링 된 컴퓨터실과 학생 휴게공간으로서, 학생들이
모여 일을 체계화 하고, 리더십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CSL은, 학생들의 진로와 대학선택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코넬이건 Alumni Network를 통
해 제공해줍니다. 학생들은 관심분야에 맞는 인턴십 기회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CSL을 통해,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리더십 발전 기회를 갖게 되고,  그들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법을 배우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CENTER FOR 
STUDENT 
LEADERSHIP

학생 리더십 센터 (C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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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넬이건은 다양한 학생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핵심적 학업 프로그램
-확장된 Dual Enrollment 수업

(총 24 대학교 학점 취득 가능)

- 7 개의 AP 수업

-교과과정에 포함된 SAT대비과목

-향샹된 STEM 프로그램

-방과후 무료 SAT 대비반

-대학 및 진로 상담

ACADEMICS

EAST (Environmental and Spatial Technology)

설계 및 기술을 통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수행

하는 클럽으로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합니다. 

학생들은 대회에 참가하여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

며, 이를 통해 수상경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

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실질적 경험

을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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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의 공연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캐릭터들의 묘사는 물론, 다양한 문화권의 음

악 공연을 통해 창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악기(기악), 성악, 연극 공연에서

그들의 기술을 탐구하고 다듬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 H. 합창음악 - 콘서트 합창단

• H. 합창음악 II - 실내 합창단

• H. 기악- 콘서트 밴드

Course Offerings

코넬이건에서는 종합적인 미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실직적인 기초 기술을 배우고, 4년동안 그 기술
을 바탕으로 실력을 쌓아갑니다. 학교 내 및 지역 예술 전시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기회가 제공
되고,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발전시킵니다.

• Honors 스튜디오 아트 I: Foundation
• Honors 스튜디오 아트 II: Design
• Honors 스튜디오 아트 III: Portfolio
• Honors 스튜디오 아트IV: Concentration
• AP 스튜디오 아트

VISUAL ARTS 시각예술

PERFORMING ARTS 공연예술

Course O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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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 H L E T I C S   운동
코넬이건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 체력 및 운동 능력을 비롯해,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 속에
서 바람직한 인성을 발휘함으로 그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코넬이건 학생들의 80% 이상이 학교 운동과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며, 학교내에는 총 22개의 학
교 운동 대표팀이 있습니다. 

소프트볼

육상 (남자 & 여자)
배구 (여자)
레슬링

필드하키

미식축구

골프

라크로스 (남자 &여자)
축구 (남자 & 여자)
야구

농구 (남자 & 여자)
볼링 (남자 & 여자)
치어리딩

크로스 컨트리 (남자 &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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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Club
Cancer Awareness Club
Chamber Choir
Community Service Corps (CSC)
Concert Band
Concert Choir
Dance Team
Drama Club
Father-Daughter Dance
Forensics - Speech & Debate
Homecoming
Liturgy Team Mathletes

Mother-Son Dance
Multicultural Club

National Honor Society
Peace of Mind Club

Peer Mentors Program
Praise & Worship Ensemble

Respect Life Club
Robotics

Spirit Night
Student Council

Yearbook

클럽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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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NB EDUCATION

AnB Education은 25년간 국제학

생과 그들의 가족, 학교, 그리고 

커뮤니티를 위한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풍부한 환경에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다음 세

대의 지도자로 자라가길 희망합니다

AnB Education은 단독으로 코넬이건 기숙사를 운영합니다.

1 9 9 6

본사 설립

2 0 0 2

호주, 캐나다 ,영국 등
국제적으로 사업 확대

2 0 0 8

미국 본부 설립

2 0 0 9

CSIET 인증 취득
(미국 교환학생 관리 감독기구)

2 0 1 6

중국과 베트남 
현지오피스 설립

2 0 1 8

미국 국무부로부터 
J1교환학생 재단 

(비영리 재단) 승인

2 0 1 9

텍사스 Dallas 

지사설립

2 0 2 0

Conwell Egan 
기숙사 단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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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AINT ANTHONY RESIDENCE HALL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동안 직원이 상주합니다.

기숙사 내부와 외부에 총 20개가 넘는 보안 카메라가 설치 되어 있고, 각 출입문에 비상 알람이 설

치 되어있어, 외부인 출입을 막습니다 

학생활동을 감독하고,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에이전트에서 전달하여 학부모에

게 보내집니다.

Staffing: 

전체학생이 1인실에 배정됩니다.

각 방에는 욕실이 붙어 있고, 옆방과 공용사용 입니다.

각방에는 침대, 서랍장, 책상, 책상의자, 책상등, 스탠드 조명이 있습니다.

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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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샘플 스케줄이며, 학교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플 & SAT 튜터링은 매달 3번, 2시간씩 진행됩니다. (추가비용 있음)

샘플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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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편성된 집중 영어 프로그램:

- 영어 실력을 개발하고 강화합니다

-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실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킵니다

- 성공적으로 미국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집중 영어 프로그램

WHAT WE OFFER

튜터링 & 숙제도움

시험대비

위 시험 대비반은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숙제 에세이 플래닝 시험대비 학교 수업에 
대한 질문

TOEFL &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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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진학 컨설팅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업 기회를 극대화 하도록 고안된 맞춤형 학생 지원 시스템입니

다. 각각의 학생들은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를 배정받으며,  그들의 학업 진척도와 학교에서

의 경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별히 1:1 세션에서 학생과 어드바이저는 서로 협력하여 대학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함께 그려나갑니다.

개개인의 동기부여와 학업적 관심사를 파악합니다.

미국 대학 지원을 도와줍니다.

학업 진척도를 평가합니다.

목표 설정을 도와줍니다.

수업 선택을 도와줍니다.

미국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줍니다.

이력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어드바이저는…

* 대학진학 컨설팅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됩니다 (추가비용 있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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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지 투어를 통해, 학생들은 대학교 전공 탐색의 기회를 갖고, 자신이 가고자하는 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라는 말처럼, 주어진 정보로 짐작하여 알기보다는 직접 보아서 아는것이 더
확실합니다. 단순 대학교를 돌아보며 관광하는게 아닌, 각 학교의 특색과 정보, 유명동문, 최초 설
립 학과등 저마다 살아 숨쉬는 대학교들의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는 기회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중요한 대학교와 학업적 진로를 선택하는데에 있어 큰 도움을 줄것이며, 비단 대학
선택 뿐 아니라 긍정적인 동기부여 및 폭넓은 시야를 보여줄 것입니다.

COLLEGE TOUR

Saint Anthony 기숙사에서는 매해 총 10개에서 12개의 대학투어를 갑니다

Harvard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NYU)

Mercy Colleg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Maryland

Penn State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Drexel University

MIT -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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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ian Assistant (PA): 의사의 감독하에 환자 진단, 질병치료, 처방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며, 한국어로는 “준의사”라고도 일컫습니다. 10만달러이상의 평균연봉

과, 큰 성장을 보고있는, 미국내 직업선호도 3위의 직업입니다.

Nurse: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을 기록합니다. 간호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간호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Dentist:  치과의사는 환자의 구강위생을 향상시키며 필요에 따라 수술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치과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Pre-dental프로그램을 학사때 시작할 수 있습니

다. 치과의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내 직업선호도 4위로 선정된

인기있는 직업입니다. 

Pharmacist: 약사는 약품을 조제하거나, 새로운 의약품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데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학생들은 6년제 약대에 진학하여 공부를 조금 더 일찍 마칠

수 있습니다. 

Chiropractor: 척추신경 전문의는 척추 신경 압박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을 치료하고

물리요법이 필요한 치료과정에 대해 진단을 합니다. 미국내 모든 연령층이 척추신경전

문의 교용 확대를 요구하며,신체 건강 향상에 점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s (CLS): 임상병리사는 혈액, 체액, 세포검사등을     

진행하며, 검사용 시약을 조제하고, 실험과정을 기록하여 의사에게 제공합니다. 국제학

생에게도 많은 직업의 기회가 열려있습니다.

의학분야 지원을 위한 가이드

학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사 이외에, 미국엔 많은 의료 관련 직업이 있으며, 

비교적 빠른시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코넬이건 기숙사에서는, 다양

한 정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분야 지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세미나를 열어 

가이던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국제학생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의료 관련 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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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Mart

AnB Education

Wawa

YMCA

WHAT'S NEARBY THE CAMPUS

H-Mart는 차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YMCA
YMCA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AnB Education본부는 
기숙사 건물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규모의 24시 편의점 
Wawa는 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는 캠퍼스 내 
학교건물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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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Room

Student Lounge Student Lounge

Study Hall Study Cubicle Room

PHOTOS OF RESIDENCE HALL

Cafe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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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Room

PHOTOS OF RESIDENCE HALL

External View of the Dorm Building

AnB HeadquartersAnB Headquarters

School View from Across the Dormitory 

Activit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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