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의
부설 영어 학교(ELI)
가고 싶은 도시 뉴욕시
공부하고 싶은 학교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
영어와 함께 신나는 경험을 해보세요!
•
•
•
•

개별화된 개인 강습:
미국의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
일정/예상 학비/숙소/학생 서비스
CSI: 뉴욕 시립대(CUNY)의 최대 캠퍼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의 부설 영어 학교(ELI)는 유학생 및 직장인을 위한 고급 집중 영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전 세계의 미국 유학생 및 전문가의 꿈을 실현할 학생들을 위하여 25 년간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현 부설 영어 학교(ELI) 학생들은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 입학이 용이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의 다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최신식 피트니스 센터(수영장, 테니스장, 농구장)
o 도서관/컴퓨터실
맨해튼과 근접: 페리로 20 분
현장 견학: 박물관, 극장 및 미술관, 스포츠 시설, 상업 지구
교실을 벗어나 실생활을 접할 수 있는 문화 체험
204 에이커(20 만평) 규모의 커다란 캠퍼스
주당 18~22 시간 수업 (학기에 따라 다름)
o 읽기 및 쓰기
o 문법
o 커뮤니케이션 / 자기 표현
o 워크샵:
 TOEFL
 스피치 및 프레젠테이션
 대학 입학을 위한 CAT-W 시험 준비
 토론
 발음
 어법
 고급 영작 및 도서관 이용안내
 창의적 작문
o 강의/영상: World on Wednesday Series(월드 온 웬즈데이 시리즈)
문화의 날, 프레젠테이션, 음식, 전통 의상, 공예, 음악 및 무용
유학생을 위한 커피 타임
평균 수업 인원: 10 명에서 17 명의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
뛰어난 실력의 자상한 교수진

대화형 수업: 학색 중심 수업

부설 영어 학교(ELI)의 프로그램은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문법(구조 및 용법), 읽기와 쓰기, 구어 표현과 발음. 개별
학생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밀접한 개인 교습을 특징으로 합니다. 미국식 수업에 잘 적응하기 위한 대화형 수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ELI 는 미국 문화의 이해를 위해 클럽 활동, 토론 수업, 견학, 영상 수업 및 워크샵을
제공함으로서 미국 대학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설 영어 학교(ELI)에서 이용 가능한 수업
개별화된 개인 강습:
• 1 대 1 개인 수업 또는 소규모 수업
• 모든 레벨의 ESL 제공
• 읽기/쓰기, 문법 및 회화 과정을 포함합니다.
• 시간제 수업 - 시간당 $75
• 1 대 1 수업 - 학생당 $3,000, 총 48 시간
• 학생 2 명 교사 1 명 수업 - 학생당 $1,500, 총 24 시간
• 학생 3 명 교사 1 명 수업 - 학생당 $1,000, 총 24 시간
• 추가 비용에는 교재비와 신청비를 포함합니다

미국의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
4 주 동안 진행되는 American Language and Culture Program(미국의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기술 향상에 초점을 두어 참가자의 영어 구사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참가자를 미국 사회, 정부, 비즈니스 및 교육 분야에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참가자는 아카데미 프로그램, English in Action(실전 영어) 지역 활동 참여 기회, 뉴욕시 여행
및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의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보통 미국인들과 미국식 생활을 알아가게 됩니다.
수강생은 미국 사회의 다양성과 미국인들의 사고 방식및 생활 양식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세미나가 매주
개최되며 학생들은 체험 활동과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세미나 방식의 수업은 뉴욕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과정은 여름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20 시간의 수업이 제공됩니다.
English in Action(실전 영어)은 지역활동 참여 기회 및 여행은 금요일, 주말 또는 저녁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주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비용: 해외 기관에서 온 최소 10 인으로 구성된 그룹을 위해 특별하게 개설된 이 프로그램
패키지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스테이튼 아이일랜드의 홈스테이 - 주당 7 회의 아침과 4 회의 저녁 식사 제공
• 뉴악 공항과 CSI 캠퍼스 간의 교통편 제공(공항 픽업 및 데려다 주기)
• 수업료 및 교과서
• 문화 활동
• 환영회 및 송별회
• 의료 보험
• 수수료
일인당
•
•
•

프로그램 비용:
참가자 최소 10 명 기준 일인당 $3,500
참가자 최소 20 명 기준 일인당 $3,400
참가자 최소 30 명 기준 일인당 $3,300

워싱턴 DC 여행(옵션):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2 박 3 일 동안 진행되는 미국 수도 여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정 및 예상 학비: 수업료는 등록일부터 청구됩니다. 가장 최근 일정에 따른 수업료 및 비용 (14 주 과정에 따른 필수
건강 보험 $340 또는 9 주 과정에 따른 $255 포함): csi.cuny.edu/international/english_language_institute
학기

등록일

여름 학기 I (22 시간/주)

5 월 중순

여름 학기 II (22 시간/주)

6 월 하순

가을 학기 (16 주)

8 월 중순

가을 학기 (8 주)

10 월 중순

봄 학기 (16 주)

2 월 초순

봄 학기 (8 주)

4 월 초순

숙박시설: 이제 CSI 에서 캠퍼스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SI 재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면서 학습 상담사,
자습 활동 센터 및 실험실, 에세이 지도 센터 및 도서관 등 중요한 캠퍼스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적응력을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입학 신청은 South Building 내 Dolphin Cove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csistudenthousing.com 을 참조하십시오(영문). 평면도 및 비용: csistudenthousing.com/floorplans (영어).
국제학생 서비스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ervices)에서는 학업 및 사생활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학생이 유학
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마다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미국 학업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과 밖의 생활에 대한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 및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학생 서비스 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Services)에서는 CSI 입학을 원하는 ELI 수강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들은 지원서 작성을 도와주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며, TOEFL 시험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CSI
입학관리처로 보내줍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중에 가장 큰 캠퍼스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에서는 뉴욕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는 한편 웅장한 204 에이커에 이르는 그레이트 론,
운동장, 조각상 및 좌석 지역, 울창한 삼림으로 둘러싸인 캠퍼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14 개의
건물에 교실, 실험실, 학습 지도 공간, 학생용 라운지 및 사무소가 들어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도시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 동시에 평화롭고 아름다운 캠퍼스의 안락함을 느껴보십시오.

뉴욕시는 경제와 문화 및 외교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 경제의 중심이며, 여러 다국적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술 학교(미술과 무용, 연극, 음악)들은 세계적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본부가
위치하여 전 세계의 외교관들이 찾는 곳입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살아있는 교과서를 접하며, 교실 밖에서의
배움의 장을 넓혀가며, 미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유일한 뉴욕 시립 대학교(CUNY) 캠퍼스입니다. 뉴욕
시립 대학교(CUNY)은 미국에서 3 번째로 큰 규모의 종합 대학입니다. 뉴욕 시립대에는 11 개의 4 년재 대학교 7 개의
2 년재 대학, Macaulay Honors College 및 5 개의 석사 및 전문 학교가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CUNY)의 첫번째 학교인
The City College 는 1847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CUNY 대학교는 뉴욕시를 비롯한 전 세계 480,000 명의 학생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하고 비용이 합리적인 고등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는 1994 년에 최신 캠퍼스로 리모델링되었습니다. 13,000 명의 학부생과
1,000 명의 석사과정 학생이 CSI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는 종합 대학교입니다. 전문
연구와 석사 및 박사 전문 과정을 비롯하여 교양 과정 및 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일반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학은 Middle
States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미국 중부 대학 연합회)로 부터 완전히 인가 받은 대학입니다.

CSI 는 학사 과정 학생들에게 교수진과 함께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우수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수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CSI 는 또한 특화된 영역에 대한 선택적 대학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 속에서도 지식 개발에 대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부설 영어 학교(ELI) 수강을 통해 TOEFL 소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IS) 입학이 가능합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부생은 최소 PBT 450 점 또는 IBT 45 점의 TOEFL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석사 과정학생은 PBT
550 점 또는 IBT 79-80 점이어야 하며, 회계, 경영학 또는 임상 정신 건강 컨설팅 지원자는 600 점(PBT) 또는
100 점(IBT)이어야 합니다.
스테이튼 아일랜드 컬리지(CSI)에 오는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
•
•

저희 프로그램 목록을 검토하고 관심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십시오.
CSI 의 영어 부설 학교(ELI) 사이트 방문하십시오.
CSI 의 국제학생 입학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e 브로셔 보기

English Language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Service
The College of Staten Island / City University of New York
North Administration 2A, Room 207
Staten Island, New York 10314
전화: 718.982.2100 또는 718.982.2090
팩스: 718.982.2108
elistudy@csi.cuny.edu
http://www.csi.cuny.edu/international/english_language_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