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L(제 2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 
콜린 대학의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제 2언어로서의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 o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L 

분과는 1991년에 7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으며 74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술적으로 발전하고 성공한 기관으로서 완전히 

공인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콜린 대학에서 영어 소통 스킬을 숙달하고, 학술적, 직업적, 

개인적 성공에 필요한 미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경험이 풍부한 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며, 학술적인 

배움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ESL 강사들은 학습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자원을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F-1 학생 비자를 통해 콜린 대학에서 ESL 수업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당 18시간의 수업에 참석하게 됩니다. F-1가 

아닌 다른 비자로 콜린 대학에서 ESL 수업을 받는 경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당 최소 3시간부터 

최대 18시간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와 무관하게 

ESL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클래스 외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아래의 "특별 서비스" 참조). 

 

 

 

프로그램 구성 

저희 프로그램에는 3단계의 숙달도(중급, 고급, 전환 등급)가 

있으며, 각 등급 수업은 학기 단위로 진행됩니다(16주). 다음과 같이 주요 

언어 스킬에 각각 중점을 둔 다양한 수업이 있습니다: 읽기, 쓰기, 듣기와 말하기, 

문법. 또한 어휘와 숙어, 발음, 시험 기술 등 특별 코스도 있습니다. 코스 목록의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collin.edu/department/esl/ESL%20Course%20Descriptions.pdf


 

ESL 프로그램 수강 중에 우수한 학업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고 주어진 숙제를 마쳐야 

합니다. 진급은 수업 점수와 강사 추천에 의해 

결정됩니다. 

 

ESL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 중 일부는 콜린 대학의 

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외의 경우는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가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높은 

수준의 영어 스킬을 요하는 직업을 찾습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콜린 대학을 떠날 때는 영어 교육에서 얻은 

성취감에 만족하시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 기간 및 학비 
프로그램 기간 및 학비를 보여주는 영어 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일정  학비 
 

 

 

 

 

입학 
 

유학생 

콜린 대학에서의 학습하거나, 다른 학교에서 콜린 대학으로 

전학하고자 하며, F-1 학생 비자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입학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국제 학생(F-1 비자) 입학 

 

 

이주 학생 

거주자가 콜린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학점 또는 비학점 수업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학점 또는 비학점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 중 하나를 클릭해 입학 절차를 밟으십시오. 

어떤 절차이든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점 과정 입학 

평생 교육 과정 입학(비학점 과정) 

 

특별 서비스 

학생들이 콜린 대학의 생활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ttps://www.collin.edu/calendars/pdfs/2020-2021%20Academic%20Calendar.pdf
http://www.collin.edu/bursar/tuition.html
http://www.collin.edu/gettingstarted/advising/international/index.html
https://apply.collin.edu/AxiomWeb_PROD/Login.aspx?SourceID=4
https://vssb.collin.edu/PROD/bwskalog.P_DispLoginNon


1.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 – 환영식 및 오리엔테이션은 학급 배정 

테스트, 규정 알아보기, 캠퍼스 투어 제공, 캠퍼스 생활 및 

문화 소개로 구성됩니다. 

 

2. 숙소 – 국제학생사무실이 캠퍼스 내 숙소 문제 뿐만 

아니라 캠퍼스 바깥 숙소를 검색하도록 돕습니다. 
 

3. 대화 파트너 프로그램 – 문화에 대해 배우고,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콜린 대학의 학생들과 

매칭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5주 동안 

진행되지만, 학생들은 그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개인교사 – 영어의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스킬의 향상을 돕는 무료 

개인교사를 Writing Center(작문 센터)를 통해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다른 분야의 개인교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등록하여 특정 시간대, 주로 

오후나 저녁시간 대에 개인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5. 조건부 입학 – 국제학생사무실은 콜린 대학의 학위 프로그램 입학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가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6. 대학 시설 – 전산실, 스포츠 시설, 음악 연습실 등의 

학교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7. 출입국 관련 지원 – 국제학생사무실이 여권 및 비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8. 특별 행사 – 콜린 대학에는 다양한 클럽이 있으며, 

콘서트, 사교 파티, 소셜 이벤트, 게스트 연사와의 토론, 

영화, 특별 연극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일부 행사에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ESL 프로그램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sl@collin.edu 

입학 절차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so@collin.edu 

일반적인 질문 및 답변 목록은 여기를 클릭 해주십시오 

mailto:esl@collin.edu
mailto:iso@collin.edu
https://www.collin.edu/department/esl/commonquestion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