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nsive English 
Program (IEP)

Zoom을 통해 동기적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집중 영어 프로그램

집에서 영어를 향상시키고, 
전 세계의 친구들을 만나며, 

미국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 배우십시오.

@celpmnsu@iepmnsu 학교 웹사이트: mnsu.edu/celp

상급과정의 학생들은

IEP코스와 함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언어교환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두번씩

진행됩니다

4단계
과정 

중상급

초중급

상급

초급

입학 문의:
Dr. Glen Poupore, IEP 디렉터 : glen.poupore@mnsu.edu | +1-507-389-2769
Dr. Olga Nelson, IEP 부 디렉터 : olga.nelson@mnsu.edu I + 1-507-389-1208

집중영어 프로그램(IEP)은 

당신의 영어 수준에 알맞은 
과정을 제공합니다

풀타임 등록: 한 학기 동안

4가지 또는 5가지 코스의 영어 수업

 (여름학기 10주, 가을학기 16주)

또는 

단기어학프로그램 등록: 
3-4주 동안의 영어 수업 

(1-2가지 코스 또는 풀타임 코스)



집중 영어 프로그램 단계 및 교육과정

* 학생들은 학기 초에 TOFLE ITP 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함

단계 입학 전형 커트라인

정규학위 과정 TOEFL iBT 
61+

TOEFL ITP
500+

IELTS 5.5+

IEP 상급 과정
TOEFL iBT

54-60
TOEFL ITP
480-499

IELTS 5.0

IEP 중상급 과정
TOEFL iBT 

47-53
TOEFL ITP
455-479

IELTS 4.5

IEP 초중급 과정
TOEFL iBT 

31-46
TOEFL ITP
400-456

IELTS 4.0

IEP 초급 과정
TOEFL iBT 

20-30
TOEFL ITP
340-399

IELTS 3.5

학기 기간 진행되는 주
학비

각 과목당
풀타임 학비 
(5가지 코스)

여름학기 5월 - 7월 10주 $650 $3,250

가을학기 8월 - 12월 16주 $1,012 $5,060

단기어학 
프로그램

상시 3주 $195 $975

단기어학 
프로그램

상시 4주 $260 $1,300

1. 읽기와 단어
2. 글쓰기
3. 듣기와 말하기
4. 문법
5. 특별 주제

상급 과정 
- 4가지 코스 (8시간)

초급, 초중급, 중상급 과정 
- 5가지 코스 (10시간)

온라인 유학 2020
여름학기:   5월 18일 - 7월 24 (10주)
가을학기:   8월 24일 - 12월 11일 (16주) 

2020년 여름과 가을학기에 온라인 집중영어 프로그램(IEP)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국적의 문화적
으로 다양한 친구들과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게 될 것입니다.

교환 학생들은 집중영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내에 언제든 참여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그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 
4가지 또는 5가지의 코스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4주 동안의 단기어학 프로그램의 각 코스의 수업료는 $260이며, 만약 학생이 4가지 코스를 수강한다면 총 비용은 
$1,040입니다. 이것은 학생이 집에서 치를 수 있는 TOEFL ITP 시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4개 이상의 수업을 수강
할시, 학생들은 일주일에 두시간씩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 지역 학생이 참여하는 언어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습니다. 

집중 영어 프로그램 학기 및 학비

일주일에 최대 10시간의 
동기식 수업




