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ARDING

COAST

COED

THE CALVERTON
SCHOOL

PROGRAM SEASONS

The Calverton
School

)VOUJOHUPXO .%
위치:

• 인구: 3,311
• 와싱턴 D.C 남동쪽으로
1시간 거리
• 날씨:
여름/가을: 따뜻하고 습함
겨울/봄: 춥고 온화함

입학자격:

• 입학학년: 8-11학년
Minimum SLEP: 45
Minimum TOEFL: 50-70
ELTiS: 받지 않음

WASHINGTON, D.C.
Airport Code: IAD

학교 정보:
•
•
•
•
•
•
•
•

학년: Pre K-12학년
총학생 수: 280
교사/학생 비율: 1:7
1학기 개강일: 8월말
1학기 종강일: 12월 중순
2학기 개강일: 1월초
2학기 종강일: 6월초
교복: 있음

학교 프로필

50년 전에 설립된 Calverton School은 학업적 우수성의 역사를 가진 사립 남녀공학 그리
고 College Preparatory 보딩스쿨 입니다. 미국 수도의 남동쪽으로 한 시간 거리에 위치
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업, 다양한 Activities 그리고 유명한 IB 프로그램이 국내는 물론 국
제학생들에게 비교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줍니다.

학교 시설

아름다운 153 에이커의 캠퍼스에는 최신식 학습도구를 갖춘 교실,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Housing Village, 잔디구장으로 된 종합스포츠 센터(많은 구장과 코트를 추가하고
있음),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들을 위한 갤러리로 사용되는 밝은 아트리움을 갖춘 최신식
아트 및 사이언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 독서실을 갖춘 도서관 그리고 극
장/강당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Calverton School은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각 교실에 비치
하고 있습니다. Southern Maryland에서 유일하게 전체 캠퍼스에 와이파이를 학습에 활용
하는 기술을 적용해서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스포츠 및 아트

이 학교 체육의 목표는 모든 선수들이 그들의 잠재학습능력을 경쟁하고 이끌어내고 그리
고 훌륭한 스포츠맨십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급학교의 학생들은 기초에서 고급반에 이르는 많은 아트 선택과목들을 통해서 그들의
미적 감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수상 및 성과

선택가능한 옵션:
외국어: French, German, Spanish

AP과정: Calculus AB, Calculus BC

아트과정: IB Music, IB Visual Arts
스포츠 종목
남학생:
가을: Cross Country, Golf, Soccer
겨울: Basketball, Swimming
봄: Lacrosse, Tennis
여학생:
가을: Cross Country, Field Hockey, Golf,
Soccer
겨울: Basketball, Swimming
봄: Lacrosse, Softball, Tennis
교과외 활동͗Anime, Cooking
ESL: YES

2017년에 Calverton School은 메릴랜드에서 15번째로 Most Diverse Private High
School로 불리어졌습니다.

기숙사 생활

새로운 Global Housing Village는 9-12학년의 국내 및 국제 학생들의 홈입니다. 4개
House에는 House Parents가 상주하며 와이파이, 운동실 그리고 오락공간과 같은 현대
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숙사들은 조용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자리잡고 있으
며, 야외 자연과 숲 속 개울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학 합격율: 98%
합격대학(일부)͗ Berklee College of Music, Boston University, Brown University, Bryn Mawr College,
Carnegie Mellon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Middlebury College, Mount Holyoke College,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Smith College, Standford University, Syracuse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 Los Angeles, Y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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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LIGHT

See the school:
educatius.org/CALVER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