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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어학 프로그램
영어 어학 프로그램 센터 (CELP)에서는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단기간 동안 영어 교육 및 문화 체험을 
희망하는 기관의 학생들을 위한 단기 어학 프로그램(Short 

Term Language Programs)을 운영합니다.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미네소타 트윈 시티(Minneapolis & St. Paul.) 근교맨케이토
(Mankato)시에 위치한 미네소타주립대학교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미국의 중소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맞춤식 어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춘 어학 교육, 문화 체험, 여행 등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여 개발되며, 해당 교육 기관 및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학술 영어, 생활 영어, 전문 영어 과정 등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단기 어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관심 및 
전공 분야와 직결된 토픽을 중점으로 하는 주당 20시간의 영어 
수업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말하기, 듣기, 독해, 작문 및 문법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문화 대사 및 친교 이벤트 
단기 어학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는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현지 학생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문화 대사들과의 친교 
활동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소그룹으로 구성된 학생들은 문화 
대사들과 매일 함께 하는 게임이나 친교 활동을 통해 실제 생활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문화를 배우고 
자국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또는 소그룹별로 스포츠 이벤트 참가, 미니에폴리스
(Minneapolis) 시티 여행, 박물관 방문, 연극 및 콘서트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숙박 및 공항 픽업 
미네소타주립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또는 홈스테이, 입
∙출국 공항 송·출영, 다양한 현지 문화체험 활동 기회 등을 
통해 학생들은 최상의 미국 현지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것입니다. “Big Ideas, real world thinking” 을 모토로 
한 미네소타주립대학교에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은 모두 
맡기시고, 여러분은 최고의 맞춤형 단기 어학 프로그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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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한

미네소타주립대학교(MSU) 맨케이토(Mankato) 집중영어과정(IEP) 온라인 지원처
go to: mnsu.edu/admissions/international/apply.html

(MSU Mankato Website > Admissions > International Admissions > Apply Now)

> 현 미국 외 거주자

 우선전형 마감일 최종 마감일
가을학기 4월 1일 7월 1일
봄학기 9월 1일 11월 16일

> 현 미국 내 거주자

 우선전형 마감일 최종 마감일
가을학기 6월 1일 8월 10일
봄학기 11월 1일 12월 23일

Center for English Language Programs

Intensive English Program 

(집중 영어 프로그램) 
집중 영어 프로그램 (IEP)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미네소타주립대학교 
맨케이토 (Mankato)에 정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조건부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대학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 언어 및 학습 능력, 사회적· 다문화적 소통 능력 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양 과목 수강을 통해 학위과정 학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중 영어 프로그램(IEP)의 고급 과정(Advanced Level)에서 B+ 이상의 
평균과 모든 과목B이상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미네소타주립대학교 정규 
학위 과정 입학 허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학 자체 시험인 Institutional TOEFL TEST (ITP)에서 500점 이상(
또는, TOEFL iBT 61점 이상 및 IELTS 5.5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들에게는 

정규 학위 과정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중 아래의 점수 중 한 가지 이상을 취득한 자:

• TOEFL iBT Test 20점 이상 – 60점 이하 

• TOEFL PBT Test 330 점 이상 –  499 점 이하

• IELTS Test 3.5 점 이상 - 5.0 점 이하 

 학기

• 가을 학기: 16주 (8월 – 12월) 

• 봄 학기: 16주 (1월 – 5월) 

•  여름 학기: 10주 (6월 – 8월)

개인 지도

집중 영어 프로그램(IEP) 학생들은 전 과정 기간 동안 개인 지도 교사로부터 강의 
이해, 학술 자료 독해, 에세이 작성, 과제 해결, TOEFL 시험 준비 등의 도움을 
일대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개인 지도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현지인 발음법, 다문화간의 소통 방법 등을 학습하게 되며,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캠퍼스 내에서의 친교 활동 및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 
받습니다.   

문화 체험 및 친교 활동

본 과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미국 현지 
대학의 문화 이해 능력뿐만 아니라 정규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학업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수업료 및 학비

학비는 아주 저렴합니다. 미국 내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집중 영어 과정(IEP) 
참가자들과 유학생들은 지역 현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인스테이트 학비(In State 
Tuition)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 과정 참가자들은 문화 봉사 장학금을 
통해, 중•고급 및 초•중급 과정 참가자들은 수업료 감면을 통해 연간  $7,000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학비 및 수업료 예시 (학기당)
a. 수업료

    고급 과정 $4,947

    중고급, 초중급 및 초급 과정 $4,560

b. 집중 영어 과정 등록비 $500

c. 기숙사 숙식비 $4,215

d. 의료 보험 $700

e. 기타 비용 $1,200

총액 

    고급 과정 $11,562

    중고급 및 초중급 과정 $11,175

Note: 예시된 수업료 및 학비는 2018년 가을 학기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음. 
숙식비는 교내 기숙사 사용시 평균 비용이며, 기타 비용은 교재, 교통, 주차, 세탁비, 
의류비 등을 포함함. 국제 항공료와 비자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집중 영어 프로그램 단계 및 교육과정

고급 과정

*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할 경우,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 가능함

TOEFL iBT

TOEFL PBT

IELTS

54-60

480-499

5.0

4영어 과정

  독해 및 어휘

  작문 

  듣기 및 말하기

  문법 또는 특별 주제 

16 시간/ 주

교양 교육 과정 4학점*

중고급 과정

TOEFL iBT

TOEFL PBT

IELTS

47-53

455-479

4.5

5 영어 과정

• 독해 및 어휘

• 작문

• 문법

• 듣기 및 말하기

• 특별 주제

20 시간 / 주

초중급 과정

TOEFL iBT

TOEFL PBT

IELTS

31-46

400-454

4.0

5 영어 과정

• 독해 및 어휘

• 작문

• 문법

• 듣기 및 말하기

• 특별 주제

20시간 / 주

초급 과정

TOEFL iBT

TOEFL PBT

IELTS

20-30

340-399

3.5

5 영어 과정

• 독해 및 어휘

• 작문

• 문법

• 듣기 및 말하기

• 특별 주제

20시간 / 주

* 고급 과정 중 취득하는 4학점은 정규 학생으로 학위 과정 입학 시 학점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