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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드윅에서 학생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고, 다양한 교외 활동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하며, 좋은 벗을 만날 수 있습니다.
-채드윅 스쿨 설립자 마가렛 리 채드윅(Margaret Lee Chadwick) 여사



 마가렛 리 채드윅 여사가 산 페드로(San Pedro) 자택

에서 채드윅 오픈에어 스쿨(Chadwick Open-air School)을 

설립, 자신의 자녀 둘을 포함한 학생 4명으로 개교.

 밴더리프(Vanderlip) 가문과 러슬러(Roessler) 가문

의 기부금을 통해 팔로스 베르데스(Palos Verdes)에 채드윅 시

사이드 스쿨(Chadwick Seaside School)을 설립하여 총 75명

의 학생 재학.

 채드윅 스쿨(Chadwick School)에서 남학생 6명과 

여학생 5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

 채드윅 부부, 학교에서 28년간 재직하고 은퇴. 러슬

러-채드윅 재단의 설립과 함께 초대 이사진 선출.

  하나의 학교, 두 개의 캠퍼스’라는 기치를 가지고 

채드윅 스쿨의 제2 캠퍼스인 채드윅 인터내셔널을 송도에 설립, 

유치원생부터 7학년까지 총 280명이 개교 첫 해에 입학.

 만 4세 아동을 대상으로 채드윅 인터내셔널 유아원

과정을 신설.

 채드윅 인터내셔널 고등학교 과정 개설 및 

WASC(미국 서부 교육 연합회) 인증. 채드윅 인터내셔널 

첫 아웃도어 프로그램 및 붐 (BOOM) 트립 시작

 채드윅 인터내셔널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PYP(초등교육과정) 인증 획득

 채드윅 인터내셔널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DP(고등교육과정) 인증 획득

 채드윅 인터내셔널 68명의 첫 졸업생 배출.

 채드윅 인터내셔널 IB(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MYP (중등교육과정) 인증 획득. 첫 IB DP 수료 졸업생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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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윅의 역사, 설립 이념

>> 채드윅은 각 학생이 지닌 재능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채드윅 스쿨 설립자 마가렛 리 채드윅(Margaret Lee Chadwick)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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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Principles
채드윅의 설립 이념

채드윅 스쿨 설립자

마가렛 리 채드윅

(Margaret Lee Chadwick) 여사

19 35년 마가렛 리 채드윅 여사는 산 페

드로의 자택에서 4명의 학생들을 가르

치는 것을 시작으로 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채드윅 여사는 인종이나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인

성과 체력, 지능을 두루 발달시키는 전인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채드윅 여사는‘학생 각

자가 지닌 특별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여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

는데, 이는 오랫동안 채드윅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채드윅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해 왔

지만, 학교의 교육 철학과 핵심 가치는 채드윅 

여사가 지녔던 신념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습니

다.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을 성취하고 많은 경험

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며, 자신감과 타의 모범

이 되는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다는 것이 바로 채드윅이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

다. 이를 위해 채드윅은 우수한 교사들과 재능 

있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고무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A day in the life

채드윅의 교육 이념 06   07

Mission Statement
                           채드윅의 교육 이념

채드윅은 영민함, 타의 모범이 되는 인성, 
자아에 대한 이해,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시민을 양성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커뮤니티 08   09

따뜻하고 친밀한 학업 분위기

교사와 학생

채드윅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교류 속에서 더 큰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교육 신념을 갖고 있기에 채드윅의 교사

들은 학생 개개인에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소통하는 선후배

채드윅의 학생들은 학년에 관계없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공부, 운동, 봉사활동 등 학교 생활 전반에서 선배들을 귀감으로 

삼고, 선배들 역시 후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공부,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팀원들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속

감을 갖게 되고 우호적인 경쟁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학부모와 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에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

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서면 평가와 성적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지원과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 채드윅의 교육 철학과 5가지 핵심 가치가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철학과 가치대로만 성장한다면 학업적인 성취는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은미 학부모

A community of
mutual respect
and trust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반이 되는 커뮤니티



A talented, dedicated 
faculty 유능하고 열정적인 교사진

유능하고 열정적인 교사진 10   11

엄선된 교사진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미국 서부의 명문 사학 채드윅 스쿨의 유일한 아시아 

캠퍼스입니다. 엄격한 교사 선발 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국제학교에서 

풍부한 교수 경험을 가진 교사진을 선발하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육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대 교사 비율이 

8:1로 낮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게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채드윅 인터내셔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IB 러너 프로파일과 채드윅의 
핵심 가치를 통해 교육을 다듬어 나가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 냅니다. 
채드윅의 교실에서 학생들은 질문하고, 도전하며, 반영하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브리아나 사무엘슨 (Briana Samuelson) 중등 개인과 사회 과목 교사



Superior educational 
facilities 뛰어난 교육시설

뛰어난 교육시설 12   13

학습 시설

•	프로젝트 룸이 구비된 교실, 미술실, 음악실, 

 과학실험실 

예술 시설

• 대극장, 블랙박스극장, 노천극장, 아트스튜디오, 

 댄스스튜디오, 음악실(오케스트라, 합창, 중창, 

 기악, 개인연습실)

라이브러리 미디어 센터

•	도서ㆍ정기간행물ㆍ디지털 자료 구비, 독서 및 

 토론 라운지, 구연 동화 및 연극 무대

테크놀로지 센터

•	전 세계적인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세계 어느 

 곳과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고해상도 

 화상 시스템인 시스코 텔레-프레즌스룸

 (Cisco Tele-Presence Room)  

•	전 캠퍼스 내 와이어리스 컴퓨팅 

•		8개 채널 제작 가능한 TV 스튜디오

•		로보틱스 및 디자인룸

체육 시설

•	주 체육관, 보조체육관(암벽등반 훈련장), 

 운동장(육상 트랙, FIFA 인증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스쿠버다이빙이 가능한 아쿠아틱스 센터 

학생 서비스 시설

•	카페테리아 (초등, 중고등)

•	상담 센터

•	스쿨 스토어

>>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교육 시설은 가히 최고라 할 만 하며, 디자인 테크놀로지 시설
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 곳에서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을 발달시키고 
프로토타입을 시험해 봅니다. 학생들이 실제적인 문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것입니다.
-제이슨 리긴 (Jason Reagin) 중고등학교 디자인 교사 

친환경 미래 도시 송도 한가운데 위치한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캠퍼스는 스쿠버다이빙 수업이 

가능한 아쿠아틱스 센터, 1,5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비롯하여 700명 규모의 대극장, 8개 

채널 프로덕션이 가능한 TV 스튜디오, 전 세계 학생들과 

협업할 수 있는 2개의 시스코 텔레-프레즌스룸 등 

최상급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

한 교육시설은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e Village School
초등학교(유아원 및 유치원~5학년)

초등학교(유아원 및 유치원~5학년) 14   15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특징

•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지식을 확장하도록 합니다.

•	다양한 학문을 서로 연계하는 통합 주제 학습을

 실행하도록 합니다.

•	탐구력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신장하도록 합니다.

•	관용, 존중, 책임 등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등 의미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학교와 가정의 유기적인 관계는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드윅 커뮤니티는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다지며, 우리 학생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줄리안 테일러(Julian Taylor) 초등학교 교장

우수한 학업 성취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기량을 쌓는 

것 못지않게 기초 학문을 탄탄하게 다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스위스 제네바

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협회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의 Primary Years 

Programme 교과과정을 기반으로하여 초등학교 교과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는‘이해 중심 교육 과정 설계모형

(Understanding by Design)’과‘질의 프로그램 (Programme 

of Inquiry)’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공부한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학습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하나의 

유닛(Unit) 아래 서로 다른 교과목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단위별 질의(Units of Inquiry)’방식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The Middle School
중학교(6~8학년)

중학교(6~ 8학년) 16   17

>> 채드윅의 개척정신은 우리가 영민함과 확고한 윤리 의식을 가진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입니다. 새롭고 익숙치 않은 것에 도전하는 패기와 
열린 태도는 채드윅이 세계적인 혁신 학교의 대열에 서게 하며, 우리의 교육 이념은 
저를 채드윅 커뮤니티에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코니 김 (Connie Kim) 중학교 교장

채드윅 인터내셔널 중학교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의존적인 학습 태도에서 벗어나 질의를 토대로 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시기 동안 

학생들은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적·인지적 발달에 변화를 맞게 

되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탐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은 IB Middle Years Programme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을 계발합니다.

중학교 교과과정의 특징

•	세계적인 시사 문제를 깊게 이해하고 지역과 국가, 나아가 세계적인

 범위에서 가지게 되는 책임에 대해 인식하도록 합니다.

•	자신과 타인이 특별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인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합니다.

•	새로운 생각과 가능성, 이로운 성과를 만들어 내려는 적극적 태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	효과적인 학습 과정을 위해 테크놀로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하도록 합니다.



The Upper School
고등학교(9~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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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윅 인터내셔널 고등학교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학생들은 IB Diploma Programme 

교과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능력을 계발

합니다.

채드윅 인터내셔널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 후 한층 

심화된 대학 과정과 그 이후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광범위한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리더십, 

논리적 사고력, 타의 모범이 되는 인격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드윅의 어느 학년을 가든 학생 한 사람 한사람의 성취를 축복해 주고, 
가치를 두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습니다
-러셀 맥그라(Russell McGrath) 고등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특징

•	뛰어난 학업 성취도 흥미로우면서도 엄격한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식 탐구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규모 학급 구성으로 학생

 개개인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쏟고, 학우들이 서로

 협동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	자기 이해 아웃도어 프로그램, 봉사활동, 체육 및 공연

 예술활동 등 다양한 교과 연계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고, 개인의 기술과 재능을 계발합니다.

•	공동체 의식 학생과 교사는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Athletics
and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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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교과과정 개요

채드윅 인터내셔널 교과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육 수업은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전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건

강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건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게 됩니다. 정기적인 체력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

키고, 교우 간의 팀워크를 통해 리더십과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

회도 제공합니다.

>>채드윅의 운동장에 설 때면 항상 '오늘은 어제의 내가 
기다려온 바로 그 내일'이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한 
생각은 어제의 나 자신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내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캐피 커츠 (Kaffie Kurz) 졸업생



Visual
and performing arts 예술 프로그램

예술 프로그램

>>드라마는 매우 협력적인 예술 형식입니다. 채드윅의 드라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초등 드라마 수업에서 배우는 이러한 기술은 무엇보다도 견고한 
조화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졸린 브리스터 (Jolene Brister) 초등 드라마 교사

22   23

미술 교과과정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자기 표현 및 창의력 제고의 측면에서 미술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채드윅의 미술 교과과정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을 

해석하는 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아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독특한 미술 형태나 각기 다른 시기의 유명한 작품들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과 미적 감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악 교과과정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음악 교과과정은 풍요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은 정규 음악 수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와 스타

일의 음악을 감상하는 법을 배우고, 오케스트라와 초급 관악 수업에 참여합

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실제 공연과도 같은 실습 환경에서 밴드와 현악, 

합창, 오케스트라 가운데 선택하여 배웁니다. 이러한 수업들을 통해 학생들

은 다양한 음악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음악적 지식과 연주기법을 계발하고,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능력을 키웁니다. 

공연예술 교과과정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공연예술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공연 

예술을 접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은 공연예술을 기획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객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익히며, 무대 장치를 직접 꾸미고 다루면서 창의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력과 새로운 작품을 구성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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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조화와 인내심의 한계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구다니엘(Daniel Koo) 졸업생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특별한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유아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그룹 및 생태 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각 연령대에 적합한 경험을 쌓으며 체력을 기르게 됩니

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기본으로 도전 과제를 받게 되는

데, 매 과제마다 숙련된 아웃도어 프로그램 선생님과 함께 이를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리더십을 배우

고 분쟁 해결 능력을 키우며,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Outdoor
education 아웃도어 프로그램



Service and Action
서비스 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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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윅 인터내셔널의 서비스 앤 액션은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앤 액션

은 ‘교육이란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인

성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교에

서 제공하는 교외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

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이 지닌 재능과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공작놀이를 하거나 동네 도서

관에서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또 

배우면서, 우리 학생들은 세상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앤 액션은 학생

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 끈기, 타인에 대한 배려, 삶에 대한 긍정적

인 태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능력들을 키워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제가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어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북 버디 프로그램(Book Buddies program)’등을 통해 재미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책임감과 리더십 등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웠습니다.
-제시 류(Jessie Ryu) 졸업생



Preparation for college
대학 진학 준비

대학 진학 준비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 학문적 그리고 미래의 목표에 맞는 진로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이에 성공적인 삶을 준비하는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트레버 러설트(Trevor Rusert), 진학상담팀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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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드윅 인터내셔널 대학 진학 상담 프로그램의 특징

•	중학교부터 시작되는 학년별 학부모 면담

•	종합적인 대학 진학 상담 정보 제공

•	대학교 학장 및 학자금 재정 전문가 초청

•	10학년부터 시작하는 학생 및 학부모 개별 면담

•	학생 개개인을 위한 개별적인 학력 평가 계획 수립

채드윅 인터내셔널 대학 합격 리스트

Canada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McGill	University
•	McMaster	University	
•	Queen's	University
•	University	of		Toronto
•	Western	University

China
•	NYU	Shanghai

France
•	The	American	University	of	Paris

Hong Kong
•	The	University	of	Hong	Kong	
•	SCAD	Hong	Kong

Korea
•	Ghent	University	Global	Campus
•	SUNY	Korea		
•	Yonsei	University
•	Ewha	Womans	University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orea	University
•	Kyunghee	University	
•	Sookmyung	University	
•	Sungkyunkwan	University

Switzerland
•	Ecole	Hoteliere	de	Lausanne

United Arab Emirates
•	NYU	Abu	Dhabi

United Kingdom
•	University	of	Brighton	
•	University	of	Bristol	
•	University	College	London	
•	Durham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Edinburgh	
•	University	of	Essex	
•	University	of	Hull	
•	Imperial	College	London
•	King's	College	London	
•	London	School	of	Economics	
•	Middlesex	University
•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	University	of	St	Andrews
•	The	University	of	the	Arts	
•	The	University	of		Winchester
•	The	University	of		Warwick
•	Oxford	University

United States of America
•	Adelphi	University
•	Albany	College	of	Pharmacy	
•	American	University

•	Arizona	State	University
•	Bard	College
•	Binghamton	University
•	Boston	College
•	Boston	University
•	Bowdoin	College	
•	Brandeis	University	
•	Brown	University	
•	Bucknell	University
•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	Cal	State	Polytechnic	University	
•	Cal	State	University,	Chico	
•	Cal	State	University,	Long	Beach
•	Cal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Merced
•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	Carleton	College
•	Carnegie	Mellon	University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University	of	Chicago
•	Clark	University
•	Coastal	Carolina	University	
•	Colby	College
•	Columbia	University
•	The	Cooper	Union	for	the	Adv	of	Sci	&	Art
•	Cornell	University	
•	Denison	University
•	University	of	Detroit	Mercy	
•	Drexel	University
•	Duke	University
•	Embry-	Riddle	Aeronautical	University
•	Emory	University
•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Georgetown	University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Grinnell	College
•	Univ	of	Illinois	at	Chicago
•	Univ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Purdue	University	
•	Johns	Hopkins	University
•	Kalamazoo	College
•	Kenyon	College
•	Long	Island	University,	Post	
•	Loyola	Marymount	University	
•	Loyola	University	Chicago	
•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	Univ.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Mass.	Coll.	of	Pharmacy	&	Health	Sci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	Merrimack	College
•	Michigan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Michigan
•	Middlebury	College
•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	New	York	University
•	Northeastern	University
•	University	of	Notre	Dame	
•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	Northern	Michigan	University	
•	Ohio	Northern	University	
•	University	of	Oregon
•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	University	of	the	Pacific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Pepperdine	University	
•	Pratt	Institute
•	Princeton	University	
•	University	of	Puget	Sound	
•	Purdue	University
•	University	of	Redlands	
•	Reed	College
•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	University	of	Rhode	Island
•	Rice	University
•	University	of	Rochester
•	Rutgers	University
•	Saint	Mary's	College	of	California
•	San	Diego	State	University
•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	University	of	San	Francisco
•	San	Jose	State	University
•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	School	of		Visual	Arts
•	Seattle	University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St.	John's	University
•	SUNY	Albany
•	SUNY	Buffalo
•	SUNY	Stony	Brook
•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
•	Syracuse	University
•	The	New	School-Parsons	Sch.	of	Design
•	The	Ohio	State	University	
•	Tufts	University
•	Tulane	University
•	Vassar	College
•	Villanova	University	
•	Virginia	Tech	
•	University	of		Virginia
•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	University	of		Washington	
•	Wellesley	College	
•	Wesleyan	University
•	University	of		Wisconsin



Applying to Chadwick
International
입학 안내 및 학자금 지원

입학 안내

채드윅 인터내셔널에서 우수한 학업의 성취는 모든 활동의 주춧돌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다양한 교외 활동을 통해 심신을 발달시키고 

가치관을 정립하며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채드윅의 교육 

철학을 실현하고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올바른 품성과 우수

한 학업 능력을 갖추고, 채드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생

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제도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질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여러 장학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 구성원

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분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 제도 및 장학 프로그램의 선발 기준

•	학습 동기 및 학업에 대한 열정

•	학업 성적

•	교사 추천

•	인터뷰(대면, 전화, 인터넷)

•	에세이

•	학자금 지원 정보

입학 안내 및 학자금 지원 30   31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장학제도,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드윅 인터내셔널 입학처

우) 22002 인천광역시 연수구 97번길 아트센터대로 45

TEL 032-250-5030~2

songdo-admissions@chadwickschool.org

www.chadwickinternational.org



채드윅 인터내셔널
(우) 22002 인천광역시 연수구 97번길 아트센터대로 45

TEL 032-250-5000
www.chadwickinternational.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