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Academy는  탁월한 학업 성과, 개인적 학업환경,  우수한 교수진과 
문화적 다양함을 갖춘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주립대학으로의 관문입니다.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문화 사회 및 여가의 
중심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베이지역은 대도시에 
걸맞은 편리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대학은 샌프란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산호세 및 실리콘 밸리로부터 30-40분 소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주립대학은 
또한 주거지로 둘러싸여 있어 아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집중영어 프로그램 개요
집중영어 프로그램은 일반영어와 학업영어를 비롯 다양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을 제공합니다. 교과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을 포함한 
7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강사들은 교육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들이며 오랫동안 국제학생들을 가르쳐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합 필수 조건
•고등학교 졸업 혹은 동등 학력

이상적인 학생들
•미국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외국 고등학교 졸업생
•영어실력 향상과 미국 대학생활 경험을 원하는 방문 

대학생 혹은 교환학생
•미국내 대학원 학위과정을 준비하는 외국 대학 졸업생
•IELTS 시험 준비를 원하는직장인이나 전문가 

집중 영어 프로그램
학업과 사업을 위한 영어

집중영어 과정의 장점:
•8주 집중과정 
•평균 학급 규모 : 12 명
•대학진학 준비과정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주립대학 진학준비를 위한 워크샵과 다양한 
체험활동들
•대학전공 및 입학준비 상담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주립대학 진학시)
•영어 대화파트너: 미국인 재학생 대화 파트너와 매주 영어 대화 시간을 
가짐
•주말 여행: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여행지 방문 
기회와 행사 참여기회 
* 주의: 봄과 가을 각 학기는 2 주간의 8 주 세션과 8 주 세션의 여름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학기당 연장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에게는 학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재학생에게 주어지는 그 밖의 기회: 
•영어 작문, 듣기, 읽기 및 말하기 능력 향상 기회
•미국 대학생들및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국제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베이지역체험 수업을 통해 강의실 밖에서의 영어 사용기회 
• 미국내 대학 진학기회 (입학 필수요건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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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헤이워드, 캘리포리니아 –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심장부인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부터 
30-40분 소요 거리에 위치 

@ALPCSUEB @csueb_international

http://facebook.com/ALPCSUEB
http://instagram.com/csueb_international


Global Academy 집중영어 프로그램에 관한 학생들의 경험담

기숙사 및 대학 생활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주립대학내Global Academy 집중영어 
과정의 학생들은 학교내 기숙사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대학 마을 (University Village)은 강의실로부터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가구와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기숙사와 아파트는 개수대, 냉장고, 전자레인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학생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 공부방, 체력단련 
공간, 빨래방과 오락 장소도 제공합니다. 기숙사및 아파트 거주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셔틀로 근처의 전철역으로 빠르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Intensive English Program

연락처
Global Academy
전화:+1 (510) 885-2358
이메일: globalacademy@csueastbay.edu
웹: www.csueastbay.edu/globalacademy

학비및 기타 비용 
8주 세션 / 봄, 가을 학기 (일시 등록시)
(학비 및 비용 추후 변경 가능)
학비:                   
생활비:    
건강 보험:
보건 센터 이용비:
예상 총 비용:             
** 위 예상 비용은 교내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등의 비용을 포함한 각격입니다. 

       
$2,800/$5,000
$4,750/$9,500

$503/$838
$193/$193

$7,996/$15,031

입학 신청하기:
https://www.csueastbay.edu/globalacademy/future-students/apply-now.html

“Global Academy에서의 경험은 단연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경험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저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에 눈을 뜨게해준 Global Academy
강사들의 교육방식에 많은 감사를 표합니다. Global Academy에서 준비한 다양한 
수업밖의 활동들도 저의 미국 생활을 훨씬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Global Academy
주최로 매주 마다 각국의 학생들과 했던 여행과 베이지역 체험 활동들 모두 
캘리포니아를 더 많이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저에게 삶의 전환점을 제공한 
Global Academy에서 공부하며 보냈던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후안 첸, 중국 
(Huan Chen, China)

“Global Academy의 강사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모두가 친절하고 제가 미국의 
대학생활에 적응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Global Academy는 또한 
국제학생들이 미국사회와 관계성을 맺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주립대학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입니다. 영어실력 향상과 세계인을 친구로 만나고 싶다면 Global Academy의 
집중 영어 프로그램을 꼭 추천합니다.”

압둘만 알사이니, 쿠웨이트 
(Abdulrahman Alhusaini, Kuwait)

“캘리포니아 이스트베이 주립대학에 소재한 어메리칸 랭귀지 프로그램 (Global 
Academy) 에 등록한 것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결정중 하나였습니다. 이 곳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 영어 실력 향상은 물론, 재정학 전공 학부과정 준비에 관한 도움도 
받았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어학과정 수업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게 많은 것에 대한 
가능성과 용기를 준 세계 각지에서 온 멋진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만났기에 제 꿈을 
이루기위한 도전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큰 도움을 주고 제 꿈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 Global Academy에 감사를 보냅니다.”

타티아나 크누스   (콜롬비아) 
(Tatiana Knuth, Colom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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