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프로그램
Millersville University는
펜실베니아 주의 역사적인 도시
랭캐스터 카운티에서, 2주에서 8주
동안 영어 및 미국 문화를 배울
전세계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집중 영어 프로그램 또는

기본 집중 영어 프로그램
.
2-주

3- 주

4-주

$2,100 $2,600 $3,000
포함 내역
공항 마중 및 배웅, 종합 오리엔테이션&환영회, 숙박, 식사,
매주 15 시간 수업, 필수 수업 자료, 문화 탐방, 작별 저녁 식사

미국 문화 몰입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학
생들은 지역 단체 및 기업들을 방문하고, 서비스 학
습 기회를 가지며, 주말에는 지역 명소들을 관광합니
다. 약 30만 평 규모의
아름다운 캠퍼스는 역사적인 랭커스터 시내에서 수
분 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뉴욕에도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6인 이상의 그룹
결성 시 맞춤 제공됩니다.
비용은 맞춤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nglish Language Institute

millersville.edu/globaled/eli

프로그램 소개
집중 영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발음 및 문법에 대한 집중 영어 수업에 참여
하세요. 최소한 중급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춘 학생의 수강을
권장합니다.

대학 몰입 과정(고등 학생 대상)

학교 행정 담당자 프로그램
학생 관리 및 학사 행정 등 미국 대학 행정에 대한 지식과 견문을 넓히세요.
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K-12(유치원~12학년) 및 대학 관리자와 독립적인 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교사 훈련

미국 교육기관 입학을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 시키세요. 입학

교사들은 제 2 외국어 습득 이론에 중점을 둔 언어 교육 세미나에
상담가 또는 상담 교사에게 대학 지원 및 미국 내 여러 대학 탐방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TESOL 교육을
관해 조언을 구하세요. 15세 이상 학생만 수강 가능합니다.
받은 강사들을 관찰하고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로의 영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습득하세요.

특정 목적을 위한 영어

시험 대비

경영, 보건 과학, STEM 전문직 및 기타 분야의 전문 어휘를 습득하여

TOEFL, IELTS, GRE, GMAT 등의 영어 시험 점수 및 기타 시험 점수를

다양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세요. 지역 업체 및

향상시키세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서두르지 않고 시험을 보고 더 나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시험 전략과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
수신: English Language Institute
Millersville University
P.O. Box 1002
Millersville, PA 17551-0302
맞춤형 수업은 크리스틴 톰슨(Kristin Thomson) 에게 문의하십시오.
Kristin.Thomson@millersville.edu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717-871-7506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millersville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