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 혁신 기관

1826년에 창립한 Western Reserve Academy는 기숙사 
생활 및 통학이 가능한, 9-12학년을 위한 사립 남녀 공학 
학교입니다. 오하이오 주 허드슨에 위치한 WRA는 학생들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최상위권의 대학 준비 교육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최상위 사립 고등학교로 미국 상위 3% 중 하나이며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교의 영어 및 혁신 기관은 입증된 성과를 자랑합니다. 
저희의 다이내믹하고 경험이 풍부한 ELII 교수진은 70년 
이상의 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니다. 오전 수업은 영어, 듣기, 
말하기, 독해, 작문에 집중합니다.

오후 혁신 및 심화 학습 수업은 학생들이 557㎡의 최첨단 
Wang 혁신 센터, 코딩 수업, 미술 및 토플 시험 준비를 돌아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늦은 오후 수업은 체육 활동 및 게임 시간입니다. 주중 
저녁반은 지도 강사가 관리하는 자습 홀과 공동 시간이 주축이 
됩니다. 주말은 전통적인 미국 기숙사 학교 경험처럼 지역 
명소 여행을 포함하는 재미와 모험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ELII 학생은 남자/여자로 나뉜 WRA 기숙사에 머물며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웹사이트 www.wra.net/elii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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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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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erbilt, UPenn, Duke는 ELII 졸업생들이 진학한 대학의 
일부에 불과함  

영어 교육 

본교의 베테랑 교수진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에 집중하는 엄격한 교육 환경을 마
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능력 수준에 따라 나누어져 개별 맞춤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한 반에는 교수 한 명당 8명
의 학생이 배정됩니다.  이는 모든 학생이 3주 내에 약 40%에 달하는 신속하고 일관적인 쓰기 및 말하기 시험 수준 
결과 향상을 기록할 수 있게 합니다. 

심화 학습 

• Wang 혁신 센터 — 혁신 센터의 557㎡에 달하는 교육 환경은 학생들이 전문 교수진의 지도하에 최첨단 
디자인과 제조 설비를 이용해 아이디어를 개념부터 완성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  코딩 — ELII 학생들은 미술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인터랙티브 게임을 만들어 컴퓨터 프
로그래밍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  예술 — 학생들은 클리블랜드 미술 박물관(45,000점의 영구 컬렉션을 보유했으며 아시아 및 이집트 미술품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음)을 방문하고, 재즈/힙합 댄스 수업을 받거나, 스튜디오 아트로 개인 창작물을 만드
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탐구 

WRA의 캠퍼스는 역사와 번영의 오하이오주 허드슨 시에 위치합니다.  학생들은(2명 또는 그 이상이 한 그룹이 되
어) 허드슨의 아기자기한 중심지에서 쇼핑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거나, 잔디에서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
다 (www.firstandmainhudson.com) .  주말은 쿠야호가 계곡 국립 공원(80km²의 보존된 녹지)을 하이킹하거
나, 쇼핑, 클리블랜드 인디언즈 야구 경기, 클리블랜드 동물원(740000m²의 공간에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다양한 
유인원을 보유함), 그리고 로큰롤 명예의 전당 등 기타 신나는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 것 

본교의 학비 $7,800는 총 항공비(지정 여행일을 위한), 의료 보험, 입학, 특별 활동 및 여행 경비, 그리고 기숙사 및 
침구비전체를 커버합니다.  ELII 프로그램 디렉터 및 WRA 입학 담당 직원인 Nancy Hovan 선생님의 감독 아래, 전
부 WRA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활기찬 상담 선생님들이 항상 학생들을 감독하고 학생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여행 정
보를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WR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RA.net. Academics 탭 아래에서 
ELII 페이지를 찾으시거나 간단하게 WRA.net/elii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결과 중심적의 신나는 2020년 여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려면 오늘 www.wra.net/
elii에서 신청서를 작성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LII에 관한 요약 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