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당신의 꿈…우리의 약속
Scholars’Promise International,
LLC(SPI )는 앞으로 미국 고등학교와
미국 대학교육을 고려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혁신적이고 협력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 서비스 기관입니다.
SPI 는 유학생들이 파트너 학교들의

1 단계 :온라인 신청서 작성
www.scholarspromise.net
a. 온라인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각 각 약 250 단어의
작문 구성
b. 제출서류
 출생 증명서
 현재 재학중인 학교 성적 증명서
 학교 또는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들어간 ID

모든 교육과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일반적으로 신분이나

2 단계 : 신청서와 등록비 US $ 100
납부 (환불되지 않음)

금액때문에 쉽게 받을 수 없었던
양질의 미국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가 공인 온라인 학습을
통해 미국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은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접수 후 5 ~ 10 일안에
처리되며, 모든 등록 진행 상황은
신청서에 있는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등록전반에 관한 질문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dmissions@scholarspromise.net
SCHOLARS’ PROMISE
INTERNATIONAL
www.scholarspromise.net
+1 (267) 607-3762

당신의 꿈…
우리의 약속

교육 프로그램
*

주정부 자격증 소지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온라인 학습과정은 미국 대학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학습 내용을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파트너
학교의 동료들과 동일한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파트너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설정한
요구 조건을 완료하면, 전 세계 대학에서 인정하는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

우리의 약속
우리는 학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대로의 상태에서
도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장벽들을 뚫고 성공을 향한
경로를 만들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English Language Arts
Physical Science
Art Elective
Health and Wellness

SECOND YEAR:
Geometry
United States History
English Literature I

TH IRD YEAR:

Music Elective

Algebra II

Health and Wellness

Economics
English Literature II
Physics
Leadership Elective I
Health and Wellness

FOURTH YEAR:
Pre-calculus
Civics Elective
English Literature III
Science Elective

우리는 매일 매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속
우리는 당신을 훌륭한 사색가,
학습자, 지도자, 혁신자 그리고
문제해결자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당신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 준비시켜
드릴 것입니다.

당신은….

World History

Chemistry

우리는 복잡한 문제들을 향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혁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FIRST YEAR:
Algebra I

우리는 사려깊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갈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사상가와 학습자들이기 때문 입니다.

당신의 꿈

Leadership Elective II
Health and Wellness
*위에 제시된 학업과정들은 파트너 학교의 요구사항과
과정 이수자들의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국제적인 가족으로
가입하게 되고,
 미국 대학입학을 위한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되며,
 양질의 교과과정을 통한 학습의
성공을 증명할 수 있고,
 최상의 미국 고등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을 가지며,
 당신의 꿈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