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소개
저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세
종류의 수준 높은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학 학위 취득, 취업 기회 향상 또는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시거나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 모두의 목표 달성을 도와드릴 ESL
과정이 있습니다!

실리콘 밸리의 커뮤니티 칼리지

목표 달성
가능!

NASA에서 미래 기술을 개발하다
“저는 미션 칼리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
음 미국에 왔을 때는 영어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현
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상
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동안 저를 격려하고 지원해
준 강사님과, 카운슬러, 친구들에게 감사드려요.” - Vy Tran

미션 칼리지는 그레이트 아메리카의 맞은편인 산타
클라라에 있는 실리콘 밸리의 커뮤니티 칼리지로45
년간 자리 잡아 왔습니다. 저희는 26종류의 학위와
48종류의 인증서를 수여합니다. 많은 저희 학생들이
2년제 학위를 이용해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빨리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자격증
및 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친밀한
교육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활동적
인 학생회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커뮤니티를 조
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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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국제학 강좌(Institute for

ESL 비학점 프로그램

ESL 학점 프로그램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Noncredit) ESL 프로그램에서는
기초 단계와 초급 단계의 학생들을 위한 현장 수업과
온라인 실습 과정을 제공합니다.
매 수업 시마다 학생들의 읽기, 쓰기, 문법, 듣기,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어 능력 통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점으로 인정되는 ESL 프로그램은 심화 학습을 위한
초중급 과정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에게 대학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 경력 및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ESL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학 강좌(IIS)에서는 학업, 경력 및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언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ESL 수강생들의 언어 발달 및 문화 적응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포함합니다.

ESL 비학점 프로그램은 이런 학생에게 필요합니다.

ESL 학점 프로그램은 이런 학생에게 필요합니다.

국제학 강좌는 이런 학생에게 필요합니다.

• 향후에 학점으로 인정되는(Credit) ESL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영어 실력을 함양하고 싶은 학생

• 대학 수업이나 직장에서 혹은 커뮤니티 안에서 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 미션 칼리지나 기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 구직이나 이직을 위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 수료증이나 준학사 학위를 고려 중이거나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해 고급 수준의 영어 실력이 필요한 학생

• 전일제로 출석하여 영어를 빨리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

• 일상생활에서 보다 나은 영어로 소통하고 싶은 학생
레벨: 기초와 초급 두 단계

영역: 읽기, 쓰기, 문법, 말하기, 듣기, 학습 기술, 시민권

• 오전, 오후 또는 저녁 수업 수강을 탄력적으로 하고 싶은
학생

시험 준비

레벨: 초중급부터 심화까지 5단계

일시: 봄, 여름, 가을 학기 체제

영역: 쓰기, 문법, 읽기, 듣기, 말하기 및 발음

수시 입학제: 자리가 있는 한 학기 중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시: 봄, 여름, 가을 학기 체제

등록비: 무료

$250

International Studies)

• 문화 간 활동과 현장 학습에 참가하고 싶은 학생

레벨: 초중급부터 심화까지 4단계
영역: 읽기, 쓰기, 문법, 듣기, 말하기, 학습 기술, 발음 및
연구활용능력
일시: 연 5회 개강 - 1월, 3월, 5월, 8월, 10월
등록비: 8주 과정 $2,600, 16주 과정 $4,600

등록비: 학기별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46, 비거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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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칼리지 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