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  비용  
교재비 (예상) $200 

주말 식사 비용(예상) $200 

수업료*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수업만 해당. 
(예상) 

$ 200 

총 비용 $3,100 

Nashville 여행(선택적) $300 

Nashville 여행 포함 총 비용 $3,400 

초기  비용  
신청 비용 $100 
SCHS 프로그램 비용 $1,335 
거주 비용 $500 
식사 비용 $500 
의료 보험(X-rays와 TB test 포함) $265 
총  비용  $2,700 

고등학생을 위한 썸머 칼리지는 고등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컴퓨터 과학, 공학, 의료학, 경영학,  언론학, 집중 영어 강좌 등 2개의 과목 수강 
가능 
• 강좌 수강을 통해 세계 어떤 고등교육 기관에서도 인정 받을 수 6학점 취득 가능  
• 미국 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대학생을 교육하는 수준 높은 교수진의 강의 제공 
• 대학 진학을 위한 전공 탐색 기회 제공 
• 자율학습과 공부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습득 가능  
• 리더쉽과 팀 활동에 대한 경험 제공  
• 세계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청 	자격은?	
국적에 상관없이 다음 기준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 

• 미국의 9학년, 10학년 혹은 11학년과 동일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 15살에서  18살  사이의 학생  
• 공립 학교, 사립 학교 혹은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  
• (미국 점수 체계에 기초해서 ) GPA 3.0 이상을 받은 학생 그리고* 
• * TOEFL iBT 에서  79점에 해당하는 언어 시험 성적을 받은 학생  혹은  
• 영어 교사나 학과 지도 교수로부터 높은 영어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학생* 

 

* 집중  영어  수업 (Intensive English)만  신청하는  학생은  최소한의 GPA기준이나 영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고등학생을 	위한 	미시시피 	대학교 	썸머 	칼리지 	

추가적인  활동과  서비스  

• 출입국시 멤피스(MEM)공항 
픽업 서비스 제공  

• 환영 저녁식사  
• 주말 여행과 활동 (Graceland, 

Water Park, Riverboat Cruise, 
쇼핑) 

• Nashville, Tennessee 의  
County Music Capital으로의 
선택적 주말 여행! (+$300) 

우리는  집중  영어  프로그램 (Intensive English Program)에서  10명  이하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전문적이고  
전통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프로그램  비용  

신청 마감  
Summer I: 5 월 1 일  

Summer II: 5 월 10 일  
 

문의?  
Contact: Ari Lugo 

International Admissions Counselor 
Pre-College Programs  

precollegeintl@olemiss.edu 
+001-662-915-7621 

 
 

Visit	us	at	www.olemiss.edu/SC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