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를 배우는 최고의 방법은 즐기는 것이다! 

매주 월요일 혹은 지금 등록가능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 환영합니다. 

콜로라도 영어학교- 집중 영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특징: 

            ㆍ 자유 입학제 

            ㆍ 소수정예 수업 

            ㆍ 공인된 학교 

            ㆍ 완벽한 커리큘럼 

            ㆍ 속성 프로그램 

            ㆍ 일대일 시험을 통한 클래스 배치  

            ㆍ 오랜 경력의 교사들 

            ㆍ 덴버 중심부의 완벽한 위치 

            ㆍ 미국 대학으로 입학 지원 

            ㆍ 홈스테이 프로그램 

            ㆍ  현장 학습 



미국에서 공부하기 위한 지원 절차 

비자 선택 (아래의 비자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F-1 학생 비자 

 CSE 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려 한다면 F-1 비자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클래스는 한 주에 18시간 입니다.  

         F-1 비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ㆍ여권 복사본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ㆍ학교 입학 지원서 

ㆍ150$ 지원금 

ㆍ매달 원비를 위한 1600$가 있는 은행 잔고 증명서  

I-20을 받은후 당신의 나라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비자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 

B-1, B-2 and J-1 Visa 

B-1,B-2 그리고 j-1 Visa로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짧은 기간동안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입학제 

매주 월요일에 수업을 시작할 수 있고 매주 목요일에는 퇴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의 클래스  

작은 크기의 수업은 학생과 교사의 집중력을 높이고 학생이 불편함없이 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수업에 참여도를 향상시킵니다. 다른 학생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직원을 잘 알게 될 수 있고 같은 수업의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받은 학교 

우리 CSE 학교는              에 의해 승인받았습니다. 

완벽한 커리큘럼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한다면 스피킹 리스닝 클래스, 리딩 라이팅 클래스, 그리고 그래머 

클래스를 총 세개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토플 준비만 혹은 IELTS 준비반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영어 회화는 필수입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를 통해 문법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http://studyinthestates.dhs.gov/students


속성 프로그램 

빨리 학습할수록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제들을 마친다면 한 세션을 끝내기 

전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업 배치 

학생들은 각 과목에 따라 시험을 통해 적절한 레벨로 가게됩니다. 만약 글쓰기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영어 회화가 부족하다면 스피킹 클래스보다 높은 레벨의 라이딩 클래스로 

배정받게 됩니다. 

많은 경력의 교사들 

저희 학교의 교사들은 오랜 경력이 있는 교사들입니다. 다양한 문화에 세심하며 친근한 

교직원들 입니다. 배움과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덴버  

덴버는 미국에서 최고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적당한 크기와 현대적은 도시로 깨끗하며 

재미있고 활기차며 안전합니다. 박물관과 다양한 스포츠 게임과 식당들을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이킹, 레프팅, 승마, 낚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브레켄리지와 베일은 겨울 스포츠인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로 덴버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대학입학 

미국에서 대학에 입학 할 수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콜로라도의 

많은 대학교들과 교육적인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일곱개의 모든 단계를 

마치면 IELTS 혹은 TOEFL 테스트 없이 콜로라도의 대학교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홈스테이 프로그램 

홈스테이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는것) 는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미국 관습의 이해 

그리고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홈스테이는 풀타임 클래스 

학생들에게만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방과 세끼의 식사가 제공되고 650$에서 

750$까지 위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집니다. 신중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인 가정이 

선정됩니다. 식사와 덴버에서 여행등 다양한 활동을 호스트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패밀리 신청은 아래의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nglishamerica.com/hostfamily/ 

신청비를 반드시 내야합니다. 신청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청비 납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 

http://www.englishamerica.com/hostfamily/


공항에서 픽업해줄 사람을 주선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 호스트 패밀리 서비스를 

지원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숙소 제공 

기숙사: 

더 많은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http://www.regencystudenthousing.com/ 혹은http://aurariastudentlofts.com/ 

아파트 또는 호텔: 

http://www.apartmentguide.com/ 혹은 http://www.rent.com/ 에서 아파트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extendedstayhotels.com/에서 작은 부엌이 있는 합리적은 가격의 호텔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호텔이 많습니다. 덴버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을 찾아보세요. 

 

현장학습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학습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현장학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덴버와 그 주변의 지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스포츠 경기, 영화관, 콘서트, 

바베큐, 등산, 놀이동산등 그 외의 많은 체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CSE 학교의 다른 프로그램들 

ㆍ여름 영어 학습 프로그램 

ㆍ오후 또는 오전 파트 타임 영어 프로그램 

ㆍ영주권자 할인 프로그램 

ㆍ기업 또는 회사를 위한 비즈니스 영어 프로그램 

ㆍ과외 형식의 수업 

ㆍTEFL/TESL 자격증을 위한 프로그램  

 

http://www.regencystudenthousing.com/
http://aurariastudentlofts.com/
http://www.apartmentguide.com/
http://www.rent.com/
http://www.extendedstayhotel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