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봄학기

국제영재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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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NG
GLOBAL LEADERS
TOMORROW
세계적인 리더를 만드는 학교
국제영재아카데미

GLOBAL PRODIGY ACADEMY

2019학년도 봄학기 국제영재아카데미

교육성과

GLOBAL PRODIGY ACADEMY

○ 95% 이상 전 세계 대학 진학률

Vision
Educating the Global Leaders of Tomorrow

Educational Philosophy

○ 미국 명문 에모리대학 및 케에스 웨스턴 연구중심 대학, 토론토, 로체스터, 펜실베니아, 워싱턴, 인디아나
대학 등 높은 합격률 및 대학진학률(북미 및 호주, 유럽대학 등)
○ 약 100여명의 졸업생 배출
○ WASC(미국 서부 교육연합회) 인증 국제학교
○ 호남지역 유일 SAT, AP 테스트 지정 센터

Why Global Prodigy Academy

전주대학교 국제영재아카데미의 교육 목적은 조기유학으로 가족해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내에서 미
국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성화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 전문적 지식 그리고 세계를 향한 열정을 갖춘 글
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Core Values
Responsible Citizens 책임감 있는 민주시민
Active Academic Achievers 능동적인 학습 성취
Critical and Creative Thinkers 창의적, 비평적 사고
Effective Communicators 효율적인 의사소통

우수 교사진이 지도하는 북미고교 커리큘럼
국제화 교육을 위해 북미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모든 교과목을 100% 영어로 수업합니다. 모든 교
육은 토론, 발표 등 학생중심의 교육과 다양한 국내외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사
와 학생비율이 1:10 정도로 학생 개개인의 상담과 수준별 지도도 가능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력이 풍부한 석·박사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미국, 캐나다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을 고용하여 우수한
교사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국제학교에 비해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미국 사립학교 커리큘럼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시설을 활용한 우수한 교육환경 제공

About Global Prodigy Academy

학의 병폐를 해소하고자 2006년에 설립되어 현재 12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SAT 및 AP 공식 테스트 센터로 지정되

국제영재아카데미의 시설은 일반 강의실 11실, 도서관, 컴퓨터실,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험실을 갖추고 있으
며 2인 1실의 기숙사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대학 진학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학과공부 외 학생들
의 다양한 특기와 관심에 맞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활동 및 스포츠 시설 등 전
주대학교 내 시설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 명문고교 못지않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있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국내 최고의 교육시설에서 미국 사립학교 커리큘럼 수업을 받을 수 있어 해외

국제영재아카데미는 해외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미국 중등교육과정을 교육하는 국제 중·고등학교로서, 해외 조기 유

국제영재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졸업 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국제적 리더가 되기 위한 학문적, 신체적, 사

조기유학을 능가하는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회적 자질들을 본교를 통해 함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 선발과 높은 외국대학 진학률

이를 위한 본교의 교육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의 영어능력은 물론 잠재력과 인성 중심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모범적이며 성실하게
조성됩니다. 또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장학제도도 마련되어

교육강점
○ 2006년에 설립 후 12년간의 풍부한 교육경험과 그에 따른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서부 교육연합회(WASC) 공식 인증 국제학교입니다.

있어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합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위주의 100% 영어 수업, 대학교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특별활동, 의미있는 봉사활동으로 95%의 높은 외국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제화 교육을 위해 북미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영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 예체능 교과도 원어민이 지도함으로써 다양한 주제들을 영어로 습득하게 됩니다.
○ 교사와 학생의 비율은 10:1정도로 수준별 지도가 가능합니다.
○ 전교생 80명 내외의 토론중심의 수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 각 과목 교사자격증 및 석․박사 학위자로 이루어진 전문 외국 교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AP 과목의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통해 대학진학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의 융합된 글로벌 문화체험 및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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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등학교 학력인증 취득
국제영재아카데미는 미국 교육부(ASC WASC) 공식 인증 국제학교입니다. 국제영재아카데미는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학교발전을 위해 미국 학력인증 기관인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에
심사를 요청하여 2009년 후보자격 취득 후, 3년의 평가를 거쳐 2012년 6월에 미국 정규 중등학교 학력인증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학력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전세계 대학진학이 가능하며 국내·외 국제학교와 동일한 교육수
준을 인정받는 것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조기유학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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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봄학기 국제영재아카데미

입학지원
▹ GPA 홈페이지(www.gpa.ac.kr)에서 원서 다운로드
▹ 원서 작성 및 전형료 결재까지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 완료
▹ 전형료 결재(75,000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01-027436(전주대학교)

신 입 생 추 가 모 집 요 강
입학전형 및 일정
구 분

추가 입학 전형

일 시
2018. 12. 3.(월) ~ 2019. 1. 18.(금)
오후 17:00
2018. 12. 10.(월) ~ 2019. 1. 24.(목)

원서 접수

신입생 모집

영어면접 전형

공 통
2019.1.25.(금)
영어시험
(TOEFL Jr.)

본교 영어능력시험 제외 대상자
○ 해외에서 최근 2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기 성적이 B학점(3.0) 이상인 대상자에 한해
영어능력시험 면제 (성적증명서는 현재학년 포함 최근 3개년)
○ iBT TOEFL 71점, IELTS 6점 이상의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시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면접 안내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전화통보/ 국제영재아카데미 스타홈 1층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공지

○ 건강진단서(결핵, 간염확인 여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민감정보 수집 동의서 1부(학교제공)

모집 과정 및 모집 인원

장학제도

정규과정

ESL 과정

중등과정
0명

0명

고등과정
0명

ESL Program: 국제영재아카데미의 ESL Bridge Program을 통한 영어기초과정(6개월~1년)
수학 후 정규과정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수업료 50% 감면자
본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각 학년 1등(단, 학년 수 10명 이상일 경우)
전주대학교 교직원 자녀

수업료 30% 감면자

지원 자격

본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각 학년 2등(단, 학년 수 15명 이상일 경우)

수업료 20% 감면자
○ 국내외 7학년(초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 인정자
○ 본교 커리큘럼을 수행할 수 있는 영어 가능자
○ 귀국 유학생 및 유학 준비생

본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각 학년 3등(단, 학년 수 20명 이상일 경우)
형제 장학금(동시 재학 시 형제 한명에게 혜택)

입학 지원 관련 문의

제출 서류 및 서류 관련
구 분

신입생

국외학력자

국내학력자

전학생

공통서류

공통서류

일
반

공통서류 외 학교생활기록부

기
타

1. 국제영재아카데미 입학원서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검정고시 성적
- 기타 공인영어시험 성적
3. 사진 2매

(7학년 지원자는 생활기록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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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해당없음

공통사항
1. 국제영재아카데미 입학원서
2.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3. 성적증명서
○고등과정 지원자
- 8학년 성적 제출
- 10학년 지원자의 경우
9학년(중3)~현재성적 제출
○중등과정 지원자
- 7학년 지원자의 경우
성적 제출 생략

○ 본교에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발급기관에서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원서와 성적표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합격자가 등록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4. 공인영어시험 성적
(해당자에 한함)

5. 사진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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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합격, 입학 취소 관련 유의 사항
2019학년도 봄학기 국제영재아카데미

○ 소정의 절차 및 전형에 불응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 되어 전형진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조, 변조 및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자, 지원자격 미달자 및 필수 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러한 사실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입학이 허가된 후라도 합격취소 또는 입학
취소합니다.
○ 입학지원 서류 및 기타 고려사항이 본교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원자격 결격자로 판정된
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 합니다.
○ 긴급 연락을 위해 휴대전화나 E-mail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지원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학전형 기간 중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를 정확하
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단, 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한 일반휴학은 가능합니다.

전형료 환불에 대한 유의사항
납부한 전형료는 다음 각 호의 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격자발표 후 환불함.
○ 지원자가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해 입학전형에 단순 결시한 경우 전형료 반환하지 않음.
○ 반환 사유 및 금액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반환 방법
- 입학원서 접수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전형료 환불 계좌로 이체
- 환불 시 필요한 제출 서류: 본교환불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GLOBAL
PRODIGY
ACADEMY

국제영재아카데미는 2006년에 개교한 이후 전주대학교 부설 국제학교로
시작하여 2012년, 미국학력인증 기관인 WASC로부터 학력인증을 취득하였
으며 또한 SAT 및 AP공식 테스트센터로 선정되어 국제학교로서의 체계를
공고히 쌓아왔습니다.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외국대학 진로 선택과 더불어
본교 졸업 후에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현지문화와 그 교육방식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당 문화권의 교사를 고용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국제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학문적, 신체
적, 사회적 자질들을 함양시키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봄학기 신입생은 학생의 영어능력은 물론 잠재력과 인성 중심으
로 선발할 예정이며 100% 영어수업으로 이루어지는 학업이수를 위해 영어
입학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어능력 기준 미달인 학생은 ESL 과정을 최
소 1학기 이상 수강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가능하겠습니다.

GPA Curriculum : 커리큘럼
English

Introduction to Literature, World Literature, American
Literature, Classical Literature, Writing, Speech

Math

AlgebraⅠ, Geometry, AlgebraⅡ, Pre-Calculus, Calculus

Science
Social Studies
Technology
Second Language
Fine Arts
Health
AP Course
ESL

General Science. Earth Science. Biology, Chemistry, Physics
World Geography, World History, US History, Economics, Sociology
American Government, Psychology
Computer Ⅰ,Ⅱ
Spanish, Chinese
Drawing and Painting, Sculpture, Visual Arts, Photography, Strings, Orchestra
Health
AP Literature, AP Calculus AB, AP Economics, AP Environment Science
AP Biology, AP Chemistry, AP Physics, AP History, AP Computer
ESL Reading, ESL Speaking and Listening, ESL Writing Grammar,
ESL Science, ESL Social Studies, ESL Math, ESL Music, ESL Art

◾ Based on a semester system, students must complete 4years in high school(8semesters),
completing 52 credits in order to be eligible to graduate.
◾ Students take 7classes with each classes meeting for 50minutes

제출 서류 발송 주소 & 입학 및 지원 문의 상담
Credit Standard

접수처

Department

국제영재아카데미
550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주대학교
스타홈 1층 105호 입학담당자 앞
(평일 09:00~17:00까지 접수/토요일, 공휴일은 제외)

Language Arts
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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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School
Credits

8

４

6

４

Period 1

08:40 ~ 09:30

Period 2

09:35 ~ 10:25

Period 3

10:30 ~ 11:20

Period 4

11:25 ~ 12:15

Science

6

４

Social Studies

7

４

Lunch

12:15 ~ 13:15

１

Period 5

13:15 ~ 14:05
14:10 ~ 15:00

Health

Tel. 063-220-2955 / E-mail admin@gpa.ac.kr / www.gpa.ac.kr

GPA Class Time : 시간표

High School
Credits

1

Fine/Performing Arts

4

２

Period 6

Technology

2

０

Period 7

15:05 ~ 15:55

Foreign Language

4

０

DEAR Time

16:00 ~ 16:15

Electives

14

９

Activity Time

16:20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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